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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국민의권리와행복을지켜준다

새로운광복, 한일관계의미래

서서히윤곽잡히는대선관전법

소셜미디어독인가약인가

금리인상과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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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한민국 헌

법이 탄생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법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 사람이 주

목하는 산업화와 민주

화를 실현했습니다. 세

계에서 7번째의 30-50(1인당 GNP 3만 달러 이

상, 인구 5천만명이상) 선진국 그룹에 가입하는

나라가됐습니다. 원조를받던 나라가원조를해

주는나라가된것입니다. 우리민족의위대한창

조와도전의정신이세계사에증명된것입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헌법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을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통치 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근본적인규범입니다. 지

난 73년의헌정사를돌아보면파란만장한역사였

습니다. 헌법에의해탄생된권력이헌법을자의로

개정하고 재단했던 일도 있었으며, 8번이나 헌법

을개정하면서독재권력이법치를한다면서법을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유린하기도 했

습니다. 우리의헌정사는권력의횡포에피를흘리

며저항해온수난의역사였으며, 그래서더욱우리

의헌법은전쟁과폐허, 독재와억압속에서살아

남은별처럼빛나는고귀한가치를지니고있습니

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있습니다. 그런데어떻습니까. 국민은권리를

충분히누리고있고행복한삶을살고있습니까. 

삼권분립에대한실질적법치주의

빈부격차와불평등, 부동산문제와에너지문제, 세

금폭탄과일자리, 저출산과노령화, 자살과고독사등

국민은마음이편하지않습니다. 헌법에따라국민에

게권력을위임받은위정자가감당해야하는국가운

영의책임은막중합니다. 대북관계를종북이아닌상

호주의로대응해가야하며한미동맹을굳건히하면

서국익을챙겨야합니다. 한일관계도대립만할것이

아니라 후대들의미래를위해잘풀어가야하며, 미

중관계는저자세가아닌대등한관계로발전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걱정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헌법에 따라 입법을 하고 법에 의해 행정을 하

고법에의한판결을잘하도록상호견제와균형

을위해삼권분립제도가있습니다. 국민의권리를

지키는실질적인법치주의가실행돼야합니다. 의

회와 사법부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독립성이

붕괴되고 거수기니 통과 장치니 시녀라는 소리를

듣고있다면나라와국민을위해반성하고고쳐야

헌법은국민권리와행복지켜준다
金一潤헌정회회장

제헌절기념사

金一潤 헌정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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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국민들로부터 대의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

주의에대한신뢰를받지못하고있는것이아닙니

까. 입헌주의에 입각한 법치주의가 권력유지의 수

단이됐다는 소리를듣고있는것이아닙니까. 이

같은기본적인자기확립이안된채로공정과공평,

개혁과청산을외쳐봐도국민의불신과분노를키

울 뿐입니다. 헌정회는 당파성에 치우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국의충정에서쓴소리를했습니다.

권력집중폐단을막을개헌

우리헌법이개정된지34년이됐습니다마는현

재의헌법을개정해야한다는소리가오래전부터

나왔으며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있습니다. 헌정회에서도여러차례개헌

의필요성과방안에관한연구와논의를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삼권

분립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중된 권력이 남용되면

서과거대통령이비극을초래했던폐단을반복하

지않게해야합니다. 그간권력구조문제등개헌

방안에관한것은국회안팎에서오랫동안검토한

것으로봅니다. 

이제국회의발의와국민의결단이남았다고봅니

다. 개헌시기를놓고대선기간이부적절하다는의견도

있지만대선후보들이당선된후취임과동시에실시

할것을약속할수도있습니다. 사람이성장하면옷을

맞추어입어야하듯이국가발전에따른시대정신을반

영한새규범을만들어야합니다. 국회에서개헌작업

을추진하면의정활동의많은경험을가지고있는우

리헌정회회원들도힘을보태겠습니다. 

코로나방역과차기대통령선거

헌정회는세계와국가를위해모든회원들의잠재

능력을개발해봉사하기위한계획을세워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가대한민국헌정사의연구와

홍보를하고각국전직의원단과국제교류와협력을

추진하고국민과회원들의참여와활동을위한헌정

회관건립과추모공원조성등뜻있는계획을추진하

고있습니다. 우리는앞으로넘어야할두가지당면

과제앞에놓여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그간

참으로 애석하게 전염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국민들이있습니다. 지금도감염된환자들이

병원에입원해치료를받고있으며확진자수도줄

어들지않고있습니다. 거리두기와백신접종을실

시하고있지만언제일상을회복할지모릅니다. 이

같은방역비상사태하에서차기대통령선거를치

러야 합니다.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더 훌륭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정부를출발해더좋은정치하기를바라고있습니

다. 코로나와정권교체기를보내야하는국민은정

치세력의분열과대립속에서국민의생활에대한

어려움은더커집니다.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도 국

민의대리인임을명심하고국민의어려움을 찾아

내고해결해주기위해최선을다합시다. 우리 헌

정회회원들도나라가처해있는난국을헤쳐나갈

수있도록입법행정사법부와협력하고국민의고

통을 덜어주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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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이 많은 올

림픽은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주최국인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참석하느니 안 하느니 하

고 이 시점까지 야단법석이다. 데모나 시위에 관한

한별로적극적이아닌그순한(?) 일본국민이개최

반대시위까지하고있다. 물론전세계적으로번지

고있는코로나때문이다. 더구나코로나방역에있

어서일본이똑부러지게조치를못했을뿐만아니라

예방 접종으로 인해서 좀 잠잠해지려나 했던 것이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

니보통일이아니다. 

그러나일단이런상황에도불구하고주최국일본

과국제올림픽위원회(IOC) 는일정한조건하에개최

하는것으로합의를보았다. 

어떻든참가선수단이나관중들로보아서도반쪽

짜리 올림픽일 것만은 확실하다. 유례없는 무관중

도쿄올림픽, 한일관계발전에도움되길

특집Ⅰ 새로운광복, 한일관계의미래

쐍興洙

한일친선협회중앙회회장

前주일대사

12·14·15·16대의원

前국회통일외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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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편이 낫다는 이해

(利害)가 주최국과 IOC가 일치했을 것이다. 경

제적 이유 때문이다. 막대한 손실을 감당할 수

없기때문이다. 과연이번올림픽이성공하여인

류의큰평화와화합의축제가될지아니면오히

려코로나팬데믹을불러인류의재앙으로끝날

지아직아무도모른다. 이런상황인데여기서무

슨한일간의정치외교적성과나소득을기대할

수있겠는가! 쉽지않을것이다마는몇가지생

각나는대로같이논의하고자한다.  

한국과올림픽

우리 국민에게 올림픽 하면 잊을 수 없는 것

이두가지가있다. 하나는 1988년서울에서개

최된 제24회 88서울올림픽이다. 단군 이래 우

리나라가처음주최한하계올림픽이다. 1981년

독일의 휴양지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IOC 총회

에서다음올림픽개최지로“세울코레아!!”하던

사마란치 위원장의 카랑카랑한 발표에 환호하

던우리국민의그때그감격을어찌잊으랴! 

당시 박영수 서울시장과 정주영(현대그룹 창

업자) 유치위원장이 현장에서 흥분하며 환호하

던 그때의 TV영상을 우리 세대 사람들은 아직

생생히기억할것이다.

그때우리나라는금12개은10개동11개로종

합순위4위를기록했다. 뿐만아니라아시아변

방의이작은나라가거뜬히올림픽을완벽하게

치러내는 그 놀라운 저력으로 국위를 세계만방

에떨치고우리가세계를향해도약하는큰계기

가되었다. 이것은아주좋은즐거운기억이다.

또 하나는 아주 즐겁지 않는 기억이다. 1936

년베를린올림픽때의일이다. 당시마라톤경

기에서손기정선수가일장기를달고우승한것

이다. 당연히 배달의 민족 우리 국민인데 일장

기를 달고 들어와야만 했던 것이다. 당시 우리

나라는일본강점기였다. 

1970년박영록당시국회의원이독일베를린

방문시 올림픽 스타디움의 올림픽 승리자 기념

탑에 새겨진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Japan에서

Korea로마음대로뜯어고친일화는유명하다. 

그러나 아직 그것은 다시 Japan으로 고쳐졌

고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 근처에 있는 일본 올

림픽박물관에도 손기정 선수를 마치 일본인처

럼기술해놓고있다한다. 

이것뿐만 아니다. 올림픽 문제로 한일 간의

신경전은또하나있다. 독도문제다. 이번도쿄

올림픽홈페이지에독도를일본땅처럼살짝표

시해놓은것이다. 

지난번 평창 동계 올림픽 때도 같은 문제로

시비가 되었으나 IOC의 중재로 우리가 양보했

다. 그러나이번에는IOC가우리의항의에도불

구하고아무런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고있는

것이다. 이렇게우리국민에게는일본은올림픽

과관련해서는떠올리기싫은나라이다. 그런데

이번올림픽은일본도쿄에서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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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의 제전이라 하

지만 지금의 한일관계 상황에서 일본에서 개최

되는이번올림픽은그리유쾌한기분은아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있는 상태에서 우

리가이번올림픽을통하여무슨정치외교적소

득이얻어질것인가필자는아무것도기대할것

이없다고생각한다. 오히려긁어부스럼이되지

말았으면좋겠다. 오히려양국관계가지금의갈

등을넘어적대를우려할상황이나되지않았으

면좋겠다. 본전만되면좋겠다. 

아무기대도할수없다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현재한국의상황

과 일본의 분위기로 보아 양국관계의 현안이나

문제를적극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가전혀느껴

지지않는다. 그도그럴것이일본은일본대로올

림픽개최를어떻게그나마모양있게개최할수

있느냐에온역량을집중하고있지딴생각을할

여유가없다.통상올림픽정치또는올림픽외교

라하면개회식이나폐회식때참석하는각국정

상들과의교류를통하여여러가지현안을논의

하거나 껄끄러웠던 관계 등을 해소하는 것인데

이번엔중요국정상들의참석도불투명하다.

우리나라의경우도별차이없다. 당초문재인

정권은이번올림픽을계기로남북관계에활용하

여 북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

다. 과거에한반도기를달고남북단일팀으로출

전한선례가있기때문에이번에도북한을끌어내

어뭔가해보자는의도가분명히있었을것이다.

남북회담, 북미회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미회

담도꿈꾸었을지모른다.

그러나그것은환상에불과하다. 현재의분위기

상으로도물론이지만북한도참석가능성이없고

미국의바이든대통령도이번도쿄올림픽엔불참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는 좋은 무드일

때는이런올림픽이촉매제가되어긍정적인방향

으로시너지효과를낼수도있는것이지만이번

엔틀렸다. 아무가망성이없다. 이번도쿄올림픽

을계기로북한을끌어내어뭔가남북관계의작은

실마리라도찾으려했으나도저히현분위기에서

그것이이루어질것같지않다는것이다.

한국의입장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번 올림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 여권

정치권에선보이콧이야기도나오고있다. 전적

으로 보이콧하자는 이야기와 일부 선수단만 보

내자는이야기도있다. 대선도앞두고있고하니

다분히정치논리이지만이건절대안된다. 

올림픽은 어디까지나 스포츠경기다. 인류의

대축제이고제전이다. 스포츠경기를하는와중

에 정치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되니 정치외교가

부차적으로수반되는것에불과하다. 

양국관계가나쁘다고하여올림픽마저가볍게

생각해버리면 정말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건너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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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당연히참가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도

참석해야한다. 코로나등여러가지사정으로각

국정상들의참석이저조할것으로예상은되지만

그럴수록 우리나라 대통령은 참석해서 이웃국가

를정신적으로라도도우는모습을보여야한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도 아베 일본 총리가 오지 않았는가. 가서 해결

될 양국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참석한다는 그

자체가적어도더이상악화시키지는않는다. 이

런의미에서도대통령이꼭참석해야한다. 

가서 스가(菅) 총리도 만나고 양국 관계 악화

로인하여제일고생하고있는우리교포들도위

로 격려하고 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

가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적어

도없지는않다는것을일본조야에각인시켜야

한다. 일본에서는현정부는한일관계에관심도

없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스포츠보다문화외교를

결론적으로이번도쿄올림픽에서는정치외교

적으로우리나라가얻을수있는실익은거의없

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적어도한일양국관계

개선이라는차원에서는현상유지이하도이상도

아닐것이다. 다만참석하는각국정상들과는가

급적많이만나정상들과의교류를확대하는것

은바람직할것이다. 그리고또한올림픽은인류

의스포츠제전이기때문에우리선수단의높은

기량을 세계에 과시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떨

치는기회가되었으면한다. 

이번 기회에 한마디 첨가한다면 외교는 앞으

로스포츠보다문화를주축으로하는것이우리

나라로서는더효과적이아닐까하는생각을해

본다. 스포츠는본질적으로경쟁이라는것이있

어국익이첨예한외교사항으론적합지않다.

스포츠외교의성공사례라하면미중간의수

교를튼핑퐁외교가대표적이다. 1971년일본나

고야에서열린세계탁구선수권대회이다. 이대회

에중국대표단이참석했다. 대회가끝나고71년4

월중국은그대회에참석한미국선수단 15명을

베이징에초청했다. 이것이시작이되어72년2월

베이징에서 닉슨·모택동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중공과의수교가20년만에열리게된것이다. 이

것이스포츠외교의대표적인성공사례이다.그러

나앞에서도말한바와같이국익이그렇게뚜렷

하게부각되지않는문화분야에서도외교적개

발의여지가충분히많다고생각한다. 문화는같

이즐기고뒹굴고섞임으로써서로호감을가질수

있는분위기조성이될수있다. 양국국민간의융

합화합친교를통하면그것이훌륭한외교자원이

될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방탄소년단, K-POP,

콘텐츠문화등이분야는월등한소재와자료가많

다. 물론지금도공공외교로서문화가상당한비중

을차지하고있지만좀더적극적으로외교자원화

하자는것이다. 외교적으로잘활용할방안을연구

개발해봄직하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유

의한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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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의상호불신

한일관계는‘시지프스의 신화’에 비유된다. 시지

프스가산으로바위를올리지만다시굴러내려오는

것처럼한일관계도신뢰를쌓았다가도다시허물어

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 카뮈는 시지프스가 혼신

의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올리는 모습을 찬양했지

만, 최근 한일관계에서는 서로 신뢰를 쌓으려는 대

화조차점점어려워지고있다. 

불신이가득찬한일양국이대화를한다고하더라

도강제징용문제해결로이어질지는의문이다. 한일

정상의만남에서절박성은보이지않고아직도상대

방이해결의실마리를풀어주기를바라는태도는변

함이없기때문이다. 그예로스가총리는“한국측에

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진전된 입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혀 이전의 입장에서

한치의진전도보이지않는다.

강제징용문제의 현금화 조치는 여전히 한일관계

의 폭탄으로 남아있다. 강제징용을 한 일본제철의

압류명령 효력은 작년 8월 4일부로 시작되었다. 일

본정부는모든선택지를시야에두고대응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한일관계는 폭풍전야이다.

한일양국은한일관계를해결할뚜렷한방안을찾지

못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문 정부

강제징용문제, 포괄적이고단계적해법으로

진창수

세종연구소수석연구위원

특집Ⅰ 새로운광복, 한일관계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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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강제징용 문제는 사법 절차로 진행돼 외교

당국이개입할수없다”고선을긋고있다. 스가

정부는 한국이 굴복하기만 기다리는 듯 강경자

세 일변도이다. 한일 양국 정부는 국민의 감정

을관리하며해결해야하는입장이건만, 오히려

정부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

다. 한일 양국 국민들도 반일과 혐한이 애국인

것처럼서로를싫어한다.  

바이든정부시대한일의셈법

바이든정부시기에스가정권이생각하는한

일관계의셈법은문재인정부와다르다. 안타깝

게도‘아베전총리는신념때문에, 스가총리는

전략적이어서 한일관계는 어렵다’는 말이 맞아

가고있다. 일본의외교과제에서한일관계의개

선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시대에스가총리의우선적외교과제는

미국과 함께‘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스가 총리의 최대 목표는 미국과의 관

계를 안정화시키면서 아베처럼 대미관계를 발

전시킨다는 안심감을 일본 국민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인도

태평양 구상, 나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것또한현실이다. 

또한한일협력의우선과제인북핵문제에서도

최근일본은한국에의존할필요성을느끼지않

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문제에서 보텀 업

(Bottom-up) 접근을취할것을주장하면서 남

북관계의 급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

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의시기에는문재인정부

가 북핵문제의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남북문제

의급진전을가져왔다. 그과정에서일본은일본

인납치문제를해결하지못한채북한비핵화과

정에서 소외되었다는 초조함이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

본이여유를가지고해결할수있는환경이조성

되었다. 게다가일본은한국의중재가없더라도

일본인납치문제에서직접북한과대화를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을

설득하여 남북미일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측주장에일본이소극적인이유이다. 

그리고 강제징용문제에서는‘한국이 해결해

야 한다’는 일본의 인식이 한일관계 개선의 구

조적 장애물로 작용한다. 게다가‘한국과 타협

을하면더양보를해야한다’는뿌리깊은불신

은 한일관계를 어둡게 한다. 특히 외교 경험이

별로없는스가총리가 2015년 한일위안부합

의에 직접 관여하여 실패하였다는 인식도 한국

에 대한 불신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따

라서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처럼 이념에 매

몰되지는 않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에는 신중함

을갖고있다. 특히 9월에선거를앞둔스가총

리가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은 매우 적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도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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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취하면서 한일관계 최악

의경우를대비하는자세를취할가능성이높다.

한일관계장기국익차원에서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경제와 안보에

도 악영향을 미쳐 한국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문정부는수출규제해제에집

착하면서강제징용문제에는손을놓고있다. 문

정부도수출규제를강제징용문제의대항카드로

이용하려는일본의속셈을모를리없다. 그럼에

도미국을불편하게하는지소미아카드를수출

규제의 대항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국의

압박으로인해결국한일지소미아를연장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대일카드로서 지

소미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없다. 문정부는한일관계가파국으로가

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일관계를 적극적으

로관리를해야한다.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

법을제시하기위해서는우선한일양국은진정

한 친구로 거듭나기 이전에 상대방의 전략적인

가치를다시고려해야한다. 미중이대립하는국

제질서에서 보면 한일이 놓여있는 상황은 비슷

하다. 코로나 시대에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생각하

는바람직한태도이다. 강제징용의해법도자존

심의 대결에서 벗어나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따져보아야한다. 무조건반일이나혐한의감정

을버릴때강제징용문제또한화해의과정을만

들어낼수있다.   

둘째상대국국민의마음을읽을수있어야한

다. 최근 일본의 정치권과 국민들은‘한국은 타

협을하면더큰것을원한다’라는인식이팽배

해있다. 이러한인식의근간에는한국은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이 꽉 차있다. ‘법은 준수

해야한다는법치주의’의일본문화와연관되어

한국이 1965년 기본조약을 마음대로 악용한다

는 불신마저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배상판결은이번판결에만끝나지않

고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종

국에는전세계로확산되는것에두려움을가지

고 있다. 일본의 불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이

강제징용문제에대해합리적인제안을하더라도

일본이받아들이기는힘든상황이다.  

셋째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한일관계의

이슈들이 국내정치화하면서 전략외교보다는 국

내정치이익에매몰되는경향이많았다. 한일양

국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면 정상들이 움직일

수있는공간이적은것도사실이다. 대일외교의

방향이여론에휩쓸리고, 여론을추동하는방향

으로진행되는상황에서외교당국자들의공간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전에 과장이 하

는일을장관이한다’는자조섞인말에서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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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읽을 수 있다. 대일정책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채‘한일관계를관리하거나강제징용문제

해결’을원한다면무엇이가능할지반문하지않

을 수 없다.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한일관계 개

선의지를갖지않는상황에서외교적교섭에서

성과를바라는것은‘우물에서숭늉을찾는’꼴

이라는것을명심해야한다. 

강제징용문제의해법　

한일양국의파국을눈앞에둔상황에서한일

관계를 냉정히 바라보는 눈으로 돌아와야 한다.

한일양국이진정한해법을찾기위해서는문재

인대통령과스가총리가나서야한다. 두정상이

도쿄올림픽을계기로한일정상회담을개최하여

지금의한일관계파국을막는의지를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한일관계개선의첫걸음이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기 어렵다고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는최종적으로택할수있는카드이지만, 한

일양국의대화와협상이우선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국장급협의는진행되었지만, 결국양

국의 주장이 대립하여 대화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일국장급협의는외교적교섭의권한

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목표(한일관계 관리냐

상대방굴복이냐)가 뚜렷하지않은상황에서국

장급협의가해법을제시하기는어렵다. 만약정

말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면 청와대와 총

리 관저가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 책임 있는

당국이나서야할시기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고자

하는의지를가지고강제징용문제의피해자들과

대화에많은노력을기울여야한다. 피해자중심

주의를 표방하는 문 정부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합의를도출할 때 한일화해과정은결

실을맺을수있다. 지금의소통은단지‘접촉’에

불과하다는인상을피할수없다. 보다적극적으

로피해자들과소통할때한일양국의해법도마

련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피해자를 위한 대화

노력은일본이 한국을신뢰하는기반이 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대한수출규제조치를 해

제하고한국은강제동원문제의현금화조치를유

예한다는현상동결이이루어져야한다. 현상동결

이이루어질때한일대립은완화될수있으며한

일갈등의해법을찾을수있는여유도가지게된

다. 불신이앞서는현재의상황에서는한국과일

본이동시행동을해야한다. 하나의대안으로서

는일본은 사죄와반성에 대한상징적인조치를

만들고, 한국정부는강제동원판결배상금을대

위변제하면서강제동원문제에대한물꼬를트는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한일 양국의 합의에 의한

한일기금이나한국의여야가합의한과거사특별

법으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이

고포괄적인접근이현실화되기위해서는상대방

에게만해결책을기대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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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마디로 천 수백 년 동안

의 애증으로 점철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끝없는

왜구출몰로인한피해는논외로치더라도임진, 정

유두번에걸쳐조선을침략한만행과, 비록자의는

아니었지만 몽골과 함께 고려가 두 번 일본을 침공

한역사가있다. 그리고 1910년이후35년간치욕스

러운 병탄을 자행한 것과 그로 인해 국토가 남북으

로갈라지게만든것이모두일본때문이다. 이런뼈

아픈 과거 역사를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 일본과 편

안한선린관계혹은우의관계를유지하는것이마음

깊숙이 내키지 않는 일인 것만은 극히 당연하고 정

상적인사실이다. 

경쟁과존중을통한선린의공존

신세돈

숙명여대경제학부명예교수

특집Ⅰ 새로운광복, 한일관계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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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에 대한 반감은 임진, 정유병란,

한일합방 때문만은 아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

다. 1413년 6월좌정승하륜과영의정성석린의

권고로왜승경승을만나보았던태종은다음해

인1414년 2월하륜의말을좇아박분을통신사

로 일본에 보냈다. 각종 예물과 국서를 가지고

일본으로 떠났던 박분은 도중 경상도에서 병을

핑계로 멈춰 섰다.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관계

가좋지않은상황에서조선이일본에통교하는

것에대한개인적반발이었을것으로판단된다.

조정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대마도에서 귀화한

장수 평도전을 대신 보내자는 건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석린의 말을 좇아 박분을 중지시켰

다. 해마다 왜적선(賊船)이 침범하여 중국 황제

가크게분노하며군사를일으켜치욕을씻으려

고 하는 마당에 당장 일본을 적으로 보고 군대

를 일으키지는 못할망정 사신을 보내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성석린의

생각이었다. 

세종의선린우호정책

그러나세종은생각이달랐다. 일본과의통교

는긴안목에서볼때국가에꼭필요한것이라

고 판단했다. 집권 직후 대규모 대마도 정벌을

단행했던세종은1421년집권후최초로송희경

을일본통신사로보냈고 1428년에는대사성박

서생을 통신사로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규슈로

보냈다. 박서생이 가지고 간 서계를 보면 이렇

게 되어있다. “생각하건대 귀국과 우리나라는

대대로옛호의(舊好)를 닦아일찍이조금도변

한적이없었는데, 이제선대의뜻을잘이어받

아더욱신의(信義)를돈독히하여, 끝내그명예

를 영구히 한다면 이 어찌 양국의 다행한 일이

아니리오.”조선의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무

례하고 자주 배반하기도 했던 일본이었으므로

조정 대신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했

다. 우의정 신개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세종은 일본을 박대하는 것보다는 후대하는 것

이사람의도리로생각하고통교를계속하는정

책을펼쳤다.

통신사 박서생이 돌아와 일본 아시카가 막부

아시카가 요시노리(足쐡義敎)의 답서를 바쳤는

데그글은이렇게되어있다. “금년여름에보내

신 사신이 이르렀고, 살피건대 지난해 섣달에

발송하신 바는 대대로 닦아온 우호(友好)를 잊

지않으시고이웃나라를비호하는데힘쓰시기

를 이와 같이 하시니, 어찌 그렇게도 위대하십

니까. 보내오신글에이르기를, ‘잘이어받고잘

준행하며, 역대의 우호를 돈독히 하여 양국을

복되게 하라.’하셨으니, 지극하신 말씀입니다.

다시어찌더하오리까. 거의이교훈을잊지아

니하고 길이 우호를 유지할까 하나이다.”대장

경 등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말미암아 조정 반

대가 심했지만 세종은 그 이후로도 고득종, 김

예몽등을통신사로보내면서한일간의두터운

우호교류가끊기지않고지속되게하였다. 60여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17   MAC-4       



18

년뒤인1477년성종도일본통신사파견에대하

여 의논했다. 전, 현직 정승(政丞)과 의정부, 육

조 당상관(堂上官)과 대간(臺諫)을 모두 불러서

파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창손, 한명회,

심회, 강희맹, 허종, 윤흠등은교린의예를함부

로폐지할수없지만일본내란때문에미루자고

했고, 현석규, 임사홍, 박건, 정은등은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빙(報聘)은 예(쎒)이고 일본과는 대

대로통호해왔기때문에중단할수없다는뜻에

서사신을보내자고했다. 결국은정창손의의견

에따라일본내부전란이가라앉기를기다렸다

가조선과일본의통교는그이후계속되었다. 

일본의한국수출억제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은

것은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법원의

2018년배상판결과이에불만을표시한일본정

부의 2019년 3대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단행이원인이다. 정부는고순도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및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응급대책을 폈고 이어 2019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과 2020년 7월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수립하여일본에의

존하던 100개 핵심품목을 전 세계 338개 기업

이상으로확대했다. 국산화육성을위해소부장

으뜸기업, 특화단지 육성 등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의기틀을마련하려고노력했다. 그결과소

재·부품·장비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

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가총액 1조

원이상소부장기업이13개에서31개로대폭늘

어났다. 소부장 기업의 매출도 20.1% 증가했고

일본수출규제 3대품목중불화수소대일수입

액은6분의1 수준으로낮아졌다. 광범위한반일

정서로인해일본의한국수출은13%나줄어들어

대일 무역적자도 2018년 241억 달러에서 2019

년 192억달러로크게줄어들었다. 일본의수출

규제에따른피해는일본에게더컸던것으로나

타났다. 

그러나 2020년은반대였다. 한국의일본수출

은 12%가 줄어든 반면 일본의 한국 수출은 3%

밖에줄어들지않아무역적자가다시커졌다. 이

런 추세는 2021년에도 이어져 한국의 일본수출

은 6% 정도 증가한 사이에 일본의 한국수출은

18% 가까이늘어나면서무역적자가작년보다더

커질 추세다. 어쩌면 2019년 있었던 대일 무역

적자 반짝 개선이 2018년 그 이전 수준으로 돌

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10년에 있었던 사

상 최대의 대일 무역적자 361억 달러는 아니더

라도 2017년의 283억달러적자가현실화될수

도있다. 사실한국의대일무역적자축소는선진

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 경제 최대의 과제라

할수있다.  2000년대초만하더라도한국의대

일무역적자는전체수출의 10%에육박했다. 그

러던것이2008년금융위기를거치면서7%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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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대중반이후4.0%까지하락했다. 총수출에

대한대일무역적자비율은2%대이하로낮추어

야한다. 지난 10년동안 7%에서 4%로낮출수

있었다면 4%에서 2%대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

다. 방법은 대일 수출을 늘리든지 대일 수입을

줄여야한다.   

반일감정정치적이용말아야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장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첫째는, 앞선 그들의 기술을

서둘러 따라가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부장 강국정책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꾸준하

고야심차게지원되고진행되어야한다. 둘째로

신뢰와약속을철저히지키는그들의영업관행

과 고객존중의 정신을 능가해야 한다. 가업의

전통계승을중요시하여수백년기업이이어져

내려오는 전통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 기

업들이 수백 년 전통과 기술을 이어갈 수 있도

록 법과 세제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 혁신의 대

목이다. 셋째는 일본의 자본력을 무겁게 봐야

한다. 미국을제외하면세계최대의금융자산을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다. 인구 한 명당 금융자

산은 일본이 10만 달러로 한국 3만3천 달러보

다세배수준이다. 일본은미국과함께전세계

자본시장을휘두르고있기때문에우리도그영

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본의 금융력을

따라가기 위해 한국도 개인의 금융자산 축적을

적극 권장하고 금융사업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야 한다. 국제적인 금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금융교육시스템을개혁하고외부

적으로는 금융 인력의 해외파견 및 연수교육을

적극강화해야한다. 

어느 나라건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좋든 나쁘

든배워야할대상이지배척하고반목해야할대

상은아니다. 떼려야뗄수없는이웃나라라서더

욱그렇다. 너무오랫동안가까이살아왔고가까

이지내서그렇다. 배척해서나아질것은아무것

도없고반목한다고좋아질것도없다. 정치적으

로야반일로갈라치면서절반이상의지지를이

끌어낼수있을지모르지만그때문에경제와금

융이타격을받고단한개의일자리와밥그릇이

라도사라진다면그후유증을깊이생각해볼문

제다.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되 만에 하나 그런 일이발생하면 터놓고

대화하고소통해서윈윈하는방안을서로모색

해야할것이지분쟁을조장하고부추길것은아

니다. 우리에게배울것이무엇인지는일본이알

아서처리할문제다. 없지는않을것이다. 한국을

가볍게여기다가는큰코다친다는것을이제는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알아차리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죽창을 들

고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제품으로

실력으로가르쳐줘야한다. 경쟁, 공존해야하는

이유가바로그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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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76번째 광복의 날을 맞는다. 한일

양국이 국교를 수립한 지도 56년이 지났다.

언제나8월이다가오면직면한한일관계가어

떤지를 성찰해 보게 된다. 그러나 광복절은

매년우리에게다른의미로다가온다. 한일관

계와국제상황이그렇기때문이다.

한일양국관계가 1965년국교정상화이후

최장의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한국정부의위안부재단해체와징용공배

상판결후일본의경제보복으로시작된양국

의 관계악화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양국 정

부가서로전혀다른시각으로모든문제의발

단을 상대 탓으로만 돌리며 대화조차 단절한

느낌이다. 오히려 서로가「반일·혐한」등을

한일관계개선

민간·문화교류부터

임상빈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이사장

특집Ⅰ 새로운광복, 한일관계의미래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20   MAC-4       



2021. 8 21

외치고있다. 특히최근일본의태도를보면매

우강경하여한국정부와는대화의의지가없는

듯하다. 한국 쪽에서 여러 방면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엿보고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무반응으로

응답조차없는상태이다. 마치한일양국은“이

웃사촌에서 이웃 원수”로 바뀌고 있는 듯하다.

서로가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희망한다면

서도과거에얽매이고감정에치우쳐한치앞을

못나가는현실이안타까울뿐이다. 

도쿄올림픽한일정상만남

하지만 양국의 불편한 관계는 반드시 최근의

일만이아니다. 단적인사례로양국정상의상대

국국빈방문을보면알수있다. 2011년이명박

전대통령의도쿄국빈방문이마지막이다. 단독

회담을위한왕래는10년에걸쳐한번도시행되

지않았다. 소위이웃나라라고말하는게무색

할정도이다. 이는양국의신뢰붕괴를상징하고

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한국은7월도

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을추진할수있음을암시하고있다. 하지만일

본정부는관심이없다. 오히려그들은한국대통

령의도쿄방문도남북한의관계개선을위해이

용하려 한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즉 현재로선

한국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에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할수없다는뜻이다. 따라서다음정부와의

대화만을생각하고있다고해석된다.

국제관계도인생과같아논리적이지않다. 잘

못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잘못을 부정하

는일이비일비재하다. 그만큼복잡하고불확실

하다. 하지만확실한게있다. 그것은서로간의

불신은갈등을낳으며결국은충돌해버리고만

다는진리이다. 만일정체성문제로충돌한다면

문제해결은더욱어려워진다. 지금의한일관계

가 바로 그런 것이라 여겨진다. 정체성 문제란

곧 역사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국 관계는 이제

까지이범위내에서진퇴를거듭해왔다. 피해

자와 가해자의 정반대 입장에서 정리되지 않은

과거사인식을지속해왔기때문일것이다.

한일간의감정적갈등

과거에는 역사문제등현안문제에 관하여외

교적인 관계로만 국한되던 양국 관계가 이제는

경제, 민간교류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이과거와는다르게국민감정(특히일본)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

다. 양국의 국민감정이 악화될수록 한일 외교

정책은 더욱 경직될 것이 틀림없다. 경제 보복

을주고받는상황을넘어한·미동맹과미·일

동맹으로 엮인 안보체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

1980년대의 호황을 누리며 여유로웠던 그들이

20년 이상의 불황을 겪으면서‘과거와는 다른

일본·일본인’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특히 자

민당이 장기집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며 동아

시아의패권을노리고있기에사태는더욱심각

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또한그들은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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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관하여는우리가상상할수없을정도

로민감하며두려움조차느끼고있다. 그들은인

류 역사상 유일한 원자폭탄의 피해자였기에 더

욱그럴것이다.

그런와중에요즘양국의언론을보면서로가

상대국에관하여안좋은내용의침소봉대가대

부분이다. 마치국민감정을부추기는듯하다. 이

러한언론의방향과내용에따라국민정서에미

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또한 양국 정부는 현안

문제 즉 코로나 사태, 한국의 차기 대통령선거,

일본의 올림픽과 차기 중의원선거에 여념이 없

다. 이러한 것들이 외교적 해결책이 안 보이는

큰이유중의하나일것이다.

프랑스와독일의화해사례

어떻든한일간에존재하는감정적갈등은쉽

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양국의 국가

정체성과연계되어있기때문이다. 이를반대로

생각하면 감정이 순화되면 한일 관계의 복원도

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본다. 그것은바로인적

교류와문화교류를통해서다. 그가능성을프랑

스와독일양국이보여줬다고생각한다. 

프랑스와 독일의 관계도 한일 관계 못지않게

불편했다. 그출발은프랑스와독일이영구화해

를다짐한1963년‘엘리제조약’이었다. 이조약

은청소년들에게상대방나라에대한이해와호

감을길러주어영구적화해의길로가자는다짐

이었다. 그 후 매년 약 14만 명의 청소년을 7천

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왔는데, 이 인적

교류에 참여했던 8백만의 청소년들이 앙숙이었

던 두 나라의 관계개선 및 밀월 관계의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한일관계의반면교사가되리라

본다.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이웃나라와의 우호관계

는과거에도그랬듯이매우중요한정책적과제

중의하나이다. 물론국가나정부의정책도중요

하지만, 민간 차원의 문화·인적교류야말로 무

엇보다 중요하리라 여겨진다. 특히 한일관계는

여러분야에걸쳐폭넓고깊은관계를맺고있기

에 더욱 그럴 것이다. 작금의 한일 관계는 종전

에경험하지못한두개의흐름으로동시에나타

나고있다. 역사(정체성)와문화(한류)라는두흐

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지난 시대부터 오

늘에이르는문제이다. 문화는오늘부터내일로

나가자는문제이다. 

젊은세대의문화교류

광복 후 3/4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과거사에

관한한일양국의입장은조금도변함이없고오

히려강해지고만있다. 그러나언제까지이럴수

는 없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역사적 문제’

해결마저도‘미래의 세대’에게 맡길 때가 왔다

고생각한다. 상대국가가싫다고해도그것이상

대 국민과 문화는 아닐 터이다. 그런 면에서 젊

은이들의문화, 인적교류야말로가장미래지향

적이라고생각한다. 그들이얼굴을맞대고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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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같이문화를즐김으로써밝은미래가보장

될것이다. 

이런의미에서우리한류의역할이매우중요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일본의 중년층은

한국 드라마에, 젊은층은 K팝에 매료되어 있다

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일본의젊은층에서는

혐한감정을찾아보기어렵다. 동경코리아타운

의그많은우리음식점에줄지어찾는것을보

면더욱그렇다고여겨진다. 우리젊은이들또한

기성세대에비해반일감정이그리강하지는않

은 것 같다. 일본의 음식과 게임, 애니메이션을

맘껏즐기고있다.

이런 차에 올해도 9월5일 코엑스에서「한일

축제 한마당 2021 in Seoul」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의미가깊다고생각한다. 올해로17회의역

사를쌓아온이축제는양국민간의가장큰행

사로매년5만명이상의관객이참여해왔다. 또

한한국의 KBS, 일본의 NHK를비롯한양국의

대부분의언론들이크게보도하고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오프를

겸해서 실시된다. 유튜브,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실시간중계는물론재방송까지하기에일

본의많은한류팬들이시청하며즐기고화제가

되고있다. 

민간외교축제한마당

순수민간볼런티어행사로양국의많은기업

들의협찬과참여로운영되어그동안문화·민

간교류에있어큰역할을해왔다고할수있다.

양국의 문화인, 공연단체들이 재능 기부로 대

거 참여하고,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

는 그야말로 최대의‘한일 축제 한마당’이다.

또한양국의의원연맹회장단과정부요인들이

대거참석하기에외교적인대화의장이기도하

다. 선악의 논리를 바탕으로 붓의 윤리를 실천

해온 한국, 승패의 논리를 바탕으로 칼의 윤리

를행동해온일본이다. 이축제야말로“선악·

승패”의 논리, 그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되리라

본다.

한국 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실행위원장을 맡

아양국기업의참여가더욱적극적인것이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손 실행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교류, 문화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이며 소신이라 강

조한다. 또한나라의발전을위한사명이라역설

함에깊은감동을느낀다. 필자는축제주관기관

(주관사무국)의이사장으로서보람과긍지를느

끼며, 이 행사가 한일 양국의 민간교류, 문화교

류 발전에 큰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는 양

국이 상호 발전을 위한 미래를 열어 갈 때이다.

불행했던역사를가슴에새기되, 과거에만얽매

이지않는지혜롭고현명한서로가되길희망하

며기대해본다. 다행히도미래세대는과거세대

보다 감정적이지 않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한류와 더불어 문화교류를 생각하면서 광복의

의미가새로워지는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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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 헌정회 회장은 6월 28일 헌정회 회의

실에서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의 웨이치

라인사무총장과한미헌정회간정보교류및협

력을위한협정서명식(MOU)을가졌다. 

이날 서명식에는 미국 측에서 김창준(3선) 前

하원의원, 마크에스퍼前국방장관, 더글존슨, 밥

구렛, 아이크비숍, 존파소, 바트고든, 브라이언

베어드, 피트와이클린등전직연방의원들이참

석했다. 헌정회에서는김일윤회장과최낙도·박

태권·이규택·장광근·임인배·김종학·이군

현·김정숙 부회장과 김용채·김봉조 원로회의

부의장, 곽정현운영위원회의장, 성윤환정책연

구위원회의장, 이경재홍보편찬위원회의장, 이

희규이사, 김성호정책실장등이참석했다.

김충환사무총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서명식

에서김일윤회장은인사말을통해“오늘이모임

은그동안한미우호관계를더욱증진시키고자모

인것으로그의미가크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변화된어려운환경가운데오늘이모임

을갖게됐습니다. 앞으로헌정회와미국전직연

방의원협회는 그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앞으

로상호발전적인관계를위해최선을다해봉사

해야하겠다는생각을갖게되었습니다. 양국과의

관계에대해서도우리가지원해야할일은지원하

고, 양국간전직의원들도구체적이고적극적인활

동을 하면서 우리도 뜻있는 교류와 협력 관계를

추진해갔으면합니다. 저는적극적인활동의하

나로오는9월워싱턴DC에서열리는FMC 행사에

도참여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아무쪼록한국

출신김창준의원의더욱많은노력이양국간에

꽃을피우고열매를맺기를바란다.”고말했다.

웨이치라인 사무총장은“오늘 저는 한미동맹

이굳건하고우호적인관계, 끈끈하고완벽하다

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MOU는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봅니다. 그러나우리의과거를잊지않

았으면합니다. 71년전우리가한국전쟁에서혈

맹으로싸운것을잊지않았으면합니다. 그리고

그많은젊은이들이목숨을걸고싸운것의결실

이오늘이MOU에도고스란히담겨있다고봅니

“한미동맹의지속적발전도모”

헌정회-美 FMC와협력의정서체결

헌정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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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늘 이두기관이파트너로서협력하고두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

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김일윤회장과웨이치라인사무총장은인사말

이후서명서에사인을한후문서를교환했다. 이

번MOU 체결은한국과미국사이전통적우호

관계 증진과 미국의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 의회민주주의의경험공유, 한미동맹의지

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헌정회와

FMC 간의정보·출판물·인적교류협력을증

진하기위한목적이있다.  

서명식 후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 헌정회 명

예이사장추대장수여식도가졌다. 김창준명예

이사장은“어제는 강원도 DMZ 철책선을 둘러

보고,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6만 명이나 전사한

전쟁기념관도 방문해 한국전쟁의 역사를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미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하고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봅니다. 우리관계를더욱돈독하

게 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나갔으면 합

니다.”고말했다.  

김용채 원로회의 부의장은“미국은 우리가

6.25전쟁때낙동강전선까지후퇴했을때맥아더

장군이인천상륙작전을했기에오늘의대한민국

이가능했습니다. 5천만대한민국국민을대표해

서미국은우리가잊을수가없습니다. 다시한번

국민을대표해감사드립니다.”고말했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1,160명과 특별회

원인 현직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

다. 미국 전직연방의원협회(FMC)는 전직

상·하 양원 의원 800명으로 구성된 민간단

체다. 

①

②

③

①美 FMC와조인식전좌담회

②헌정회와美 FMC 조인후악수

③김창준전의원본회명예이사장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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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대선을 8개월여앞두고여야모두본격적

인 경선 국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국민과 당원 의견을 각각 50% 반영한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발표했다. 8명중 6명(이

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김두관)으

로 압축되었다. 이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선 일정

이 연기되지 않으면 8월부터 전국 순회 경선에

돌입하고, 최종대선후보는9월5일결정될전망

이다. 만약 과반 투표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9월 10일최종후보를결정한다. 한편, 야권

도대선레이스에불이붙었다. 윤석열전검찰총

장이 6월 29일”공정과상식으로국민과함께만

드는미래“라는슬로건을내걸고대권선언을했

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7월 12일“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하라”는부친최영섭예비역해

군 대령의 유훈을 받들어 대권 참여를 기정사실

화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과 황교안 전 대표, 외교통 박진 의원, 초선

윤희숙의원등의대권선언이이어지고있다. 서

서히 윤곽이 잡히는 대선 관전 포인트는 몇 가지

로축약된다. 

서서히윤곽잡히는대선관전법

정치시론

김형준

명지대교수

前한국선거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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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10년주기성

첫째, 정권교체가가능한

가? 한국 대선에서 입증된

경험적 법칙은‘권력교체

10년 주기설’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7년 대선

에서처음으로수평적인정

권교체가이어졌다. 대권4

수에 도전했던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김

종필(JP) 자민련총재와내

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DJP 연대를 통해 승리했

다. 호남과충청의지역연

대를통해DJ(40.3%)가집

권당인한나라당이회창후

보(38.8%)에게 약 39만표 차이로 신승했다. 신

한국당(한나라당 전신)을 탈당해 제3정당 후보

로출마해약 490만표(19.2%)를획득한국민신

당 이인제 후보가 DJ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7년 대선에선

야당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

당정동영후보에게약 531만표차이로압승했

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대선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41.1%)가5자대결구도속에서승리했다. 당시

범진보후보(문재인, 심상정)의득표는47.3%인

반면, 범중도·보수 후보(홍준표, 안철수, 유승

민)의득표는 52.2%였다. 지난 4·7 재보궐선

거에서야당인국민의힘이압승한이후10년정

권 교체 주기설이 깨질 여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에서유권자는정권심판보다는미래

를 보고 전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따

라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보다

국민의‘국정방향공감도’가훨씬중요하다. 

야당후보당선지지49%

한국리서치조사결과, 지난해 7월이후현재

까지 우리나라가‘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응답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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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20%포인트높았다. 그 여파로정권교체

열망이 커지고 있다. 가령, 한국갤럽 조사(6월

29일∼7월 1일)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

당후보가당선되는것이좋다’(49%)가‘현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38%)보다높게나타났다. 대권향배를쥐고있

는 중도층에서 그 비율이 각각 54%와 36%다.

최근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앞서는

결과가나타나고있다. 최근한국갤럽여론조사

(7월6일~8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32%)이 민

주당(31%)을 앞섰다. 갤럽조사에서국민의힘지

지율이민주당을앞선것은국정농단사태가본

격화한 2016년 10월 둘째주(새누리당 28%, 더

불어민주당 26%)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당

호감도조사에서도국민의힘은 38%인반면, 민

주당은 33%였다. 지난해 4월총선이후실시된

2020년 6월 조사에서 민주당 호감도는 50%이

고 국민의힘 호감도가 18%인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변화다. 하지만정권교체는결코쉬운일

이아니다. 2002년대선신년여론조사결과, 야

당인한나라당이회창후보가대세였다. 당시한

국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37.1%로 선두를 달렸다. 2위인 민주당 이인제

고문(16.8%)을 2배가량 앞섰다. 양자대결 구도

에서는이총재가민주당의어느후보와맞붙어

도모두 10%포인트이상앞서는것으로나타났

다. 그러나 2002년 3월 노무현 후보의 바람(盧

風)이 불면서이회창대세론은허망하게무너졌

고, 12월 대선에서노후보(48.9%)가 이회창후

보(46.6%)에게 약 57만표 차이로 승리했다. 분

명, 야권이분열되면정권교체는물건너간다. 

시대정신과시대과제

둘째, 누가왕좌에오를것인가? 역대대선에서

는시대정신에입각한비전과정책을제시한후보

가승리했다. 시대정신이란“어떤시대에살고있

는사람들의보편적인정신자세나태도”를말한

다. 다른말로한시대를사는국가공동체의구성

원들이느끼는결핍감과그에관한희망을의미한

다. 그런데우리가반드시이룩해야하지만아직

까지한번도실현하지못한시대정신은시대과

제와는다르다. 그런의미에서역대대선에서나

타난‘문민정부수립’(1992년), ‘IMF 극복과수평

적 정권교체’(1997년),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

(2002년) 등은 전형적인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

다. 현재대선정국에서거론되고있는‘지속성

장’‘중산층확대’‘집값안정’등은시대과제의

성격이강하다. 반면, ‘공정’‘성평등사회구축’

‘국민통합’‘지방분권’등은시대정신에가깝다.

타파크로스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

터를통해지난2년간총1억여건을분석해화제

가됐던1,000개의상위이슈를관통하는키워드

속에담긴시대정신을확인했다. 우리사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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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신과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상은‘공정하고

정의롭고안전한사회’로나타났다. 

윤석열과이재명양강지속될까

셋째, 대세론은 지속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역대 대선에선 이회창 대세론, 이인제 대세론,

고건 대세론, 안철수 대세론, 반기문 대세론 등

수많은대세론이존재했다. 그러나이런대세론

은허망하게무너졌다. 반면, 2012년대선때집

권당인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만들어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림이 없었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대세론

의 80%는무너졌다. 그렇다면무엇이대세론의

운명을결정짓는것일까? 후보들의대선경쟁력

은 상수이고 후보들의 정책, 정체성, 도덕성에

대한검증은변수다. 한때여권에서‘어대낙’(어

차피대선후보는이낙연)이라는말이회자되었

다. 그러나 작년 8월을 기점으로‘이재명 대세

론’이이를대체했다.  최근대선후보지지도에

서도변화가감지되고있다. KSOI의 차기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7월 9~10일)에서 윤석열 전

총장(29.9%)과이재명지사(26.9%)간의양강구

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각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

(18.1%)가 크게 약진했다. 특히‘범(汎) 진보권’

차기대선후보적합도에서이지사와이전대

표 간에 양강에 가까운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

지사가 29.7%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이 전 대

표가20.6%로바짝추격했다. 예비경선에서이

지사가보여준‘기본소득말바꾸기’,‘바지발언’

‘미점령군발언’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

다. 각종조사결과, 이재명-윤석열지지도가오

랜기간20%대박스권에머물러있다는것도주

목할 만하다. 향후 여권 경선에선 친문 후보 단

일화가핵심변수가될것이다. 민주당은모두3

차례선거인단을모집해서그결과를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 각각발표한다. 1차 발표선

거인단결과에따라이재명대세론이확정될것

인지, 새로운바람이불것인지, 아니면향후친

문후보단일화가이뤄질것인지가판가름날것

으로보인다. 

야권 경선은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

전총장, 최전원장, 김동연전부총리, DJ 적자

장성민 전 의원 등의 향후 행보, 국민의힘과 국

민의당 합당 여부, 국민의힘 경선 일정 등이 어

떻게전개되느냐에따라크게요동칠것이다. 대

선은미래에투표하는것이다. 단순한감성이나

미담(스토리)에 의해 결정될 수는 없다. 유권자

는 어느 후보가 확고한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갖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서

투표해야한다. 유권자들이자신이던진한표에

무한책임을져야좋은나라가만들어진다. 단언

컨대, 여야대선경쟁은지금부터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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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1)
시대라는 말은 좀 성급하

게들릴지도모른다. 몇몇백신선진국을제

외하면전세계국가의반이상이백신을구

경조차못하고있으니말이다. 그럼에도불구

하고토플러의‘제 3의물결’보다더강력한

권력이동이라는‘제 4의 물결’이 코앞으로

밀려오는데이를외면할수는없는노릇이다.

팬데믹은단순한신형바이러스의반란이아

니었다. 그것은사회적가치의우선순위를바

꾸고 연쇄적으로 사회적 관행, 혹은 규범을

변화시키고있다. 팬데믹이혁명적변화의원

인이라는주장이아니라, 대규모사회변동을

미디어권력이동과

포스트팬데믹시대의뉴노멀

한은경

성균관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

특집Ⅱ 소셜미디어독인가약인가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30   MAC-4       



2021. 8 31

촉발시키는쓰나미라는사실은확연히드러나고

있다. 포스트팬데믹을논하는이유는이런쓰나

미경보가울리고있기때문이다.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코로나19 때문에 미

뤘던 동료교수와의 점심식사를 결행하기로 했

다. 조용한방이있는중식당, 당연히그방에는

우리들말고는아무도없었다. 간단한세팅이이

루어지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다. 그때 한

교수가한숨쉬듯내뱉은말. 

“이젠팬데믹이전으로돌아갈순없을것같

아요. 팬데믹이끝나도말이죠. 이전엔회의한

번하려면여러교수들시간조정하는일이너무

힘들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회의 시간

만 공지하면 다 모이죠. 첨엔 거북하게 느껴졌

는데요샌그게넘편하게생각되요.”

예전에는첨단과학문명이나기술발전에관한

얘기만 나오면 약간의 혐오증을 드러내던 그가

비대면화상회의가편하다고하다니! 근데그보

다 더 놀라운 일은 그때까지 모두들 마스크 쓴

채아주자연스레대화를나눈것이다. 물론요

즘이런일을놀랍다고하면‘그렇게말하는당

신이 더 놀랍다’는 사람이 많으리라고 짐작한

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아무도 의식 못 할 만큼 은밀하게 우리의 일상

이이미달라졌음을알수있다.  

팬데믹에의한문화쓰나미

팬데믹은 식당 테이블 문화뿐만 아니라 쓰나

미가 휩쓸고 지나가듯 전 지구적 가치순위, 그

것에 기초한 문화의식을 바꾸고 있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권력지축을 바꾸는 권력이동이

다. 이전의 권력은 지나가고 새로운 권력이 형

성되고있다. 예를들어 미디어광고시장의변

화를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그 현

상의 전모가 확연히 눈에 들어온다. 팬데믹 이

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화상회의 전문기

업인줌(Zoom)은한해동안주가가300%나올

랐다. 반면 전통적인 미디어나 대면비즈니스를

중심으로하는BTL(Below the Line: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대면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광고회

사는전면휴업상황이다. 모든일상이대면접촉

의 오프라인에서 비대면의 온라인으로 지축이

동을하고있다. 원격재택근무에서원격진료까

지‘tele-everything’이란축으로전지구적권

력이이동하고있다. CJ제일제당은자사의‘쿡

킷’을출시하면서랜선시식캠페인을진행했다.

문화계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세종문화회관은

물론이고 예술의전당도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

한무관중공연을실행하고그것을유튜브를통

해 전 세계에 스트리밍 생중계했다. 팬데믹 이

전에는 불가침이었던 상식과 고정관념이 소리

소문없이깨져나가고있다.

이뿐 아니다. 소비자의 구매 권력도 그 지축

을 바꾸었다. 팬데믹 이전에 잘나가던 유명 백

화점이고전을면치못하고땅값비싸기로악명

높은명동의상가는텅비었다. 반면에쿠팡,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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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송업체들은 유례없

는호시절을구가하고있다. 이런상황은미국도

마찬가지다. J.C. Penney, Lord & Taylor,

Brooks Brothers, Neiman Marcus, Pier1 같

은전통적유통업체는이미파산신청을했다. 반

면에 Amazon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했고

가전유통업체 Best Buy도 유사한 성공을 맛보

고있다. 

언택트비즈니스폭풍성장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언택트 비즈니스가 폭

풍성장을하고있다. 사람과의만남을대신하는

방식과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의 4차산업

혁명 기술이 결합된 언택트 방식으로 온라인게

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커머스그리고

비대면 비즈니스와 플랫폼 IT기업도 폭풍 성장

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

인 O4O(Online for Offline) 플랫폼이 활성화

되고있다. O4O는온라인기업이보유하고있는

고객 정보와 자산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으로 사

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는

비즈니스플랫폼을말한다. 예를들어엄청난온

라인 역량을 지닌 아마존이 오프라인 영역까지

사업을확장하는경우이다. 특히아마존고는인

공지능형무인점포로미국뿐만아니라국내에서

도오픈할예정이다. 

표는이러한변화가단지이론만이아니라이미

현실이라는사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 광고투자

는 소비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과 시간을

타깃으로그들이가장선호하는매체와상징조작

을통하여이루어진다. 그래서각종광고미디어의

<표1>주요미디어별광고비구성
(단위: 억)

데이터출처 : 제일기획광고연감(20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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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은소비자권력의향방을잘보여준다.

<표1>에서 보면 전체 광고시장에서 디지털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반

면에높은비중을차지하던TV와인쇄매체는매

년큰폭으로감소하고있다. 방송(지상파TV, 라

디오, 케이블/종편, IPTV, 위성, DMB 등기타),

인쇄(신문, 잡지), 디지털(PC, 모바일),

OOH(Out-of-Home)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0년방송(41.3%)과인쇄(27.2%)는국내광고

시장에서 과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0년 각각 29.5%와 13.8%로 큰폭으로감소

한것을볼수있다. 반면에디지털의경우2010

년19.5%에서2020년48.6%를차지하는중요한

시장으로자리매김하였다. 반면에지상파TV는

매년마이너스성장을보이며날개없는추락을

거듭하고있다. 이것이오늘날의현실이다. 

소셜미디어지구촌제패

이제 현실은 달라졌다. 아무도 TV 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 그들의 눈은 이제 SMI(Social

Media Influencer)로 향하고 있다. SNS기반에

서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은 뉴스,

오락, 가십, 특화된흥밋거리를그들의추종자에

게 끊임없이 제공한다. 유저, 즉 소비자들은 제

약많은스타벅스와맛집, 용인캐리비언베이를

직접 찾기보다는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만나고

배달로주문한음식을함께즐긴다. 이러한현상

은인터넷과모바일통신의급격한발전에힘입

어팬데믹이전에도이미그단초가나타났지만,

팬데믹은그변화를전지구적인규모로확장가

속시켰다. 인간의커뮤니케이션방식은이미인

류가여태껏한번도경험해보지못했던차원으

로변화해버렸다.  

좀더자세히살펴보면, 소셜미디어에몰려있

는 인구 규모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매달 27억

명, 유튜브 21억명, 인스타그램은 10억명, 트위

트 3.3억명이다. 이들 이용자들 덕분에 플랫폼

을제공하는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의회사는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미국대선에서는 직권을 남용하고 부

당한콘텐츠를게재했다는혐의로당시현직대

통령의 트윗과 페이스북 계정을 일방적으로 정

지시켰다. 얼마 전에는 미국 참전용사의 화상

입은얼굴이다른이들에게혐오감을준다고그

의 트윗을 삭제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회사내규에따른지침일뿐이라는게그들의설

명이다. 일개 기업이 정부와 맞상대하는 듯한

모양새이다. 

무한대메타버스세계뉴노멀

이와같은급속한권력이동의물결속에서포

스트팬데믹시대의뉴노멀은어떤모습으로나

타날까? 이 분야의전문가들은현금없는사회,

원격근무의증가, 오프라인소매업의쇠퇴와같

은기존의추세는팬데믹을통해더가속될것이

며, 이들 중 일부는 영구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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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팬데믹은 인류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경험을 선사했고 그것에 내재하는‘원격

(remote)’이라는 개념의 장단점을 인지하게 만

들었다. 따라서그들은원격재택근무, 원격진단

및의료, 원격화상회의및온라인교육, 원격작

업의증가에따른도시교통감소, 온라인쇼핑의

증가, 이들과 관련된 배달업, 로봇 및 디바이스

제작업 등이 상승기류를 타는 시대가 되리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기술 우위적 사회적 규범

(social norm)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뉴노멀

이되리라고예측한다. 결국인류는팬데믹이전

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구 행성을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과 시간이 기술발전에 따

라 급격히 축소되고, 그 토대 위에 무한대의 메

타버스세계가구축되는시대가될것이다. 서울

에서 뉴욕, 서울에서 파리를 한 시간 내에 주파

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공간이 좁아지고

시간이 압축된 만큼 기술경쟁은 치열해지고 승

패는순식간에결정될것이다. 

어머니품속같은공동체로가고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세계 10위의

거대한 배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리더십은 원격

진단및의료사업에대한허가를몇십년째보류

하고 있고, 타다는 사업취소 되었으며, 드론과

각종로봇산업은여러가지규제에발목잡혀있

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날렵하고 강

건해야할 기업의 체력을 빼앗는 온갖 과잉규제

가첩첩이쌓이고있다. 시대착오적인탈원전정

책으로인한부족에너지보충을위해서이산화

탄소가펑펑나오는석탄을대량으로때고있다.

자연친화적이랍시고산의나무를뽑아내고태양

광판 설치를 위한 쇠말뚝을 박고 있다. 콕 집어

말하고싶진않지만, 이런정책의기저를일관하

는세계관은과거회귀적공동체주의이다. 머리

속에환상으로만존재하는아름다운공동체, 두

레와같은협동조합을전국방방곡곡잘조직하

여 빈부차별 없이,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저녁이있는삶을즐기는인간다운공동체. 도심

에도 자연이 숨 쉬고, 빌딩 옥상마다 채소밭이

푸르른유사자연주의적공동체. 한강에는드넓

은하얀모래사장에우거진잡초사이로새들이

지저귀는그옛날의어머니품속같은공동체로

돌아가고싶다는강력한열망이느껴진다. 어느

생물학자가말했듯이‘구석기시대의감성과중

세의 제도, 그리고 신의 전능함이 느껴지는 기

술’이 공존하는 듯한 오늘의 한국이 미래 어느

항구에정박하게될지몹시궁금하다. 

1) 공식명칭은 COVID-19이지만글의흐름상팬데믹으로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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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가 최근큰화두가되었다. 메타

버스로평가받는게임플랫폼로블록스(Roblox)가올해

초주식공모에서큰성공을거두었다. 메타버스중하나

인제페토(Zepetto)는 올해 4월회원수가 2억명을넘어

섰다. 그런데이들은가상현실기기나증강현실안경을

기반으로한몰입형메타버스가아니다. 따라서이들을

진정한의미의메타버스로분류하기에는부족함이있다.

메타버스라는용어는닐스티븐슨(Niel Stephenson)

의 1992년소설‘스노크래시(Snow Crash)’에등장한

다. 그는 메타버스를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한 게임 플

랫폼으로묘사했다. 용어메타버스는위(beyond)를 의

미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의미하는 버스(verse)가

결합된 합성어다. 스노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는 약

66,000평방킬로미터의 공간을 가진다. 디지털의 메타

버스는 복수의 행성과 복수의 우주로도 구성될 수 있

다. 닐스티븐슨의메타버스에서최근의제페토까지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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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基榮

한국외국어대겸임교수

특집Ⅱ 소셜미디어독인가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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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보면, 메타버스는몰입형, 아바타및플랫폼의

세가지구성으로되어있음을알수있다.

몰입형이란 가상현실 기기 혹은 증강현실 안

경을이용하여현실과다르지않은몰입감을줄

수있어야함을의미한다. 옥스포드영한사전은

가상(Virtual)을‘사실상의, 거의…과다름없는’

으로번역한다. 1938년 프랑스극작가, 배우및

감독인앙토냉아르토(Antonin Artaud)는에세

이집인『The Theater and It’s Double』에서‘사

실과 구분할 수 없는 가상’으로서의 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을 묘사했다. 아바타란 사용자

의분신을의미한다. 메타버스속에서사용자는

성, 인종, 키, 피부색등의제약을넘어서다양한

복수의아바타로분장할수있다. 아바타는로봇

이될수있으며, 동물이될수도있다. 자신의외

모를그대로가져갈수도있으며, 자신의외모를

바탕으로디지털성형을하는것도가능하다. 90

대의 노인이 20대의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플랫폼이란서로다른수요를가진사용자가가

치를교환할수있는시장을의미한다. 제페토에

서 아바타의 패션 아이템을 공급하는 사용자와

소비하는사용자가만나서거래할수있다.

가상과현실, 아바타와나의구분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으로 몰입형이 아니

다. 제페토는 증강현실을 지원한다고 하나, 증

강현실안경을기반으로한것이아니므로몰입

형이아니다. 따라서최근의비몰입형메타버스

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

인다. 마치스노크래시가발간된이듬해인1993

년텍스트기반의‘메타버스’가등장한것과크

게 다르지 않다. 다만 페이스북의 주커버그가

2030년 전에 증강현실 등 기술이 성숙할 것으

로보고있다. 가상현실기술등이최근지수적

발전을 보이고 있고 메타버스 생태계가 지속적

으로 성숙하고 있어, 2025년 전후로 본격적인

몰입형메타버스가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이

에 따라 제페토 등은 앞으로 진정한 몰입형 메

타버스로진화할가능성이있다.

몰입형 메타버스는 미국 철학자인 길버트 하

만(Gilbert Harman)의‘통속의뇌(Brain in a

Vat)’의현실버전이다. 통속의뇌는인간의뇌

를 두개골에서 꺼내 통 속에 넣고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적정한 신호를 보낸다면, 그 뇌가 두

개골안에있는지통속에있는지알수있느냐

는사고실험의질문이다. 그답은알수없다는

것이다. 통 속의 뇌의 현실버전인 몰입형 메타

버스 속에서 사용자는 현실과 메타버스를 분간

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몰입형 메타버스는 장

자의‘접몽(蝶夢)’의 21세기 버전이다. 몰입형

메타버스의 아바타가 나인지, 메타버스 바깥의

물리적현실속의내가나인지거의알수없다.

원격근무와과거인물면담가능

글로벌컨설팅기업의하나인PwC는가상현

실과 증강현실에 대한 보고서의 이름을‘보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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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믿는것이다(Seeing is belieiving)’라고했

다. 현실과다르지않은가상현실의바다속에서

2∼3m 떨어진고래의심유한눈을실감하게되

면‘통 속의 뇌’의 현실버전의 의미를 알 수 있

다. 체험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식을

획득하게한다. 몰입형메타버스는실감과체험

을통해정치, 경제및사회에근본적전환을가

져온다.

몰입형 메타버스는 실제와 거의 같은 원격회

의와원격근무를가능하게할것이며, 역사적거

리를걷고역사적인물을인터뷰하는등의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고, 몰입형 메타버스의 아고라

에서참여형민주주의를강화하고, 사적소유의

욕구에변화를가져올것이다.

메타버스 내 아바타는 사용자의 실제 얼굴과

사실상구분하기어려우며, 표정도따라하게될

것이다. 즉비언어적의사소통도가능하게될것

이다. 이에따라메타버스를이용한회의는공간

의거리와국경을뛰어넘을것이다. 메타버스를

이용한원격근무는지식노동자의국제취업을자

유롭게할것이다. 몰입형메타버스를이용한원

격근무는일의수행을위해출근을해야할필요

성을상당부분줄일것이다. 원격근무비율이일

정수준 올라가는 경우 대도시에서 중소규모 도

시로의이주가늘어날것이다.

교육은실감기술을바탕으로새로운패러다임

으로 전환될 것이다. 역사교육에서 학생들은 고

구려의졸본이나산업혁명당시영국의런던거리

를걸으며체험할수있게될것이다. 역사적인

물과의 인터뷰도 가능해질 것이다. 역사적 기록

으로학습시킨다산정약용과인터뷰를하는것

이가능할것이다. 메타버스속에서다양한환경

하에서원어민과대화를하며외국어를배울수

있을 것이다. 세포 속을 탐험하거나 화학구조식

을3차원으로보면서생물학과화학을배울것이

다. 몰입형메타버스가성숙하면, 교육은학생중

심의실감체험학습이큰축을차지할것이다.

정치인은디지털아고라에서토론

몰입형 메타버스의 디지털 아고라에서 정치

인 간의 토론을 3미터 앞에서 보고 들을 수 있

을 것이다. 용이한 만남과 디지털 자료 공유로

숙의 민주주의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일부

정치인은 메타버스에서 유세를 할 것이다. 정

치인의세세한표정을가까운거리에서보거나

혹은 군중 속에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정치

인을 대표하는 대리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것이다.

개인의취향에따라증강현실안경을통해집

안의 벽지의 색과 문양을 바꿀 것이다. 혹은 집

을숲속이나호수위에둘수있을것이다. 사람

들은메타버스속에서나라나지구크기의행성

을소유하는것도불가능하지않게된다. 한계비

용이 0인 디지털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사용자

는 무한한 재화의 소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메타버스의세계속에서파리의에펠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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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샹드마르공원을 혼자 거닐면서 인류는 재

화에대한욕구를새롭게정의할것이다.

몰입형메타버스가기회만가져오지않을것임

은자명하다. 인간의정체성이경험을통해형성

되는데, 몰입형메타버스는정체성형성에부정적

영향을미칠수있다. 고통과고난속에서내적성

찰이가능하다. 몰입형메타버스는그러한기회를

사라지게할것이다. 무한한자유를누릴수있는

몰입형 메타버스에서 가혹한 현실세계로 돌아오

는것을거부하는사람들이적지않을것이다. 먹

고, 싸고, 자는최소한의물질적욕구충족을위해

현실세계에짧은시간돌아오고, 대부분의시간을

몰입형메타버스에중독되어있을수있다.

궁극적으로문자기반의인터넷은동영상기반

의유튜브등을거쳐실감할수있는메타버스로

진화할 것인데, 실감의 메타버스는 동영상보다

高정밀성과低참여성을가진핫미디어로서사용

자의비판적사고를억누를가능성이있다.

거대한변화에미리대응해야

몰입형메타버스는현실세계와분간하기어려

울정도의정밀성을지니므로, 참여자의주도적

해석이나내용보충및상상력을허용하지않는

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가 주는 지식과 경험이

무비판적으로수용될가능성이크다. 이에따라

딥페이크(Deepfake)의 폐해는 더욱 커질 것이

다. 메타버스의기술생태계에인공지능을이용

한동영상등콘텐츠생산기술인생성적적대신

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GAN)

이있는데, 이는딥페이크의기반기술이기도하

다. 메타버스에서 딥페이크를 분간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딥페이크와 인공지능에 의한

추천 알고리즘은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켜 민주

주의에대한위협이될수있다.

몰입형 메타버스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디지

털플랫폼은사용자가모이면더욱큰가치를만

들어 내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

독과점의폐해가있다. 몰입형메타버스도이러

한위험이존재한다. 몰입형메타버스는증강현

실기기등의하드웨어와아바타의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합된 융합 플랫폼

이다. 하드웨어로인해독과점의배타성과범위

가확대될가능성이크다.

몰입형 메타버스는 교육에서 노동과 여행까

지, 사회에서정치까지전방위적으로전환을일

으킬 것이다. 이는 인류사회가 가본 적 없는 길

이다. 코로나19보다더높은파고를기후변화가

줄것으로전망된다. 몰입형메타버스도이에버

금가는충격을줄것으로전망된다. 인간의경험

과체험을모방하고대체하고강화할수있기때

문이다. 이들변화를전망하고예측하여비즈니

스전략, 사회전략및국가전략을시급하게마

련해야할이유다. 코로나19보다거대한전환이

몰려오는지금우리는그전환의너머에있는미

래를예측하고준비를해야한다. 우리의후손과

우리스스로를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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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방구석코난이유난히극성을부리고있

다. 한강의대생사건등에서이들은사람들의이

목을단숨에빼앗은뒤다른사건에파묻혀조용

히휩쓸려갈사안을시대적사건으로만들었다. 

동시에이들은음모론을키우는온상이됐다.

음모론엔 일반 네티즌도 가담했지만, 상당부분

유튜브방송을통해확대재생산됐다. 기승을부

리는음모론과가짜뉴스의사이클은단순해보인

다. 방구석코난이만들고유튜브가재생산한페

이크뉴스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명력을 얻어

국민들뇌세포로유입되고있다.

방구석코난의활동이가장요란스럽고떠들썩

했던사건은한강의대생실종사건이다. 한강의

대생사건에서는“의대생친구뒤에는권력자가

있다”“CCTV에타살증거가담겨있다”“같이있

던친구가죽였다”“서울경찰청장아들이범행을

저질렀다”“친구가운동화를버린이유는?”등확

인되지 않은 주장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그러면

서의혹이눈덩이처럼커지고국민적이목을집중

시킨사건이됐다. 한강의대생사건이경찰수사

발표와 친구측 변호사의 강경조치로 잠잠해지자

불길은분당고교생사망사건으로옮겨붙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교통카드를 충

전하고수능도서를5권이나사는게말이되나”라

거나“타살이 아니고서는 그런 모습으로 사망할

수없다”는등의혹의파편을진실인양부풀리며

음모론에불을지폈다. 조금만이성적으로판단하

면맥락없는주장에불과하다. 하지만‘악마의편

집’에현혹당한사람들은그런유튜브를본뒤진

짜로믿고사실과가짜뉴스를혼동하게된다.

필자도이같은가짜뉴스를진짜인양믿고전

달하는사람을만나고는적잖게놀란적이있다. 

그 사람은 평소 TV 이상으로 유튜브를 즐겨

보지만, 아무리그렇더라도그런가짜뉴스를진

실로믿고타살로단정하다니…하고혀를찬적

이있다. 유튜브를손쉽게접하는시대이다보니

생기는 역기능이다. TV와 신문 등 올드미디어

가진영논리와당파성, 편파성등에물들어신뢰

방구석코난이만들어내는가짜뉴스

白永喆

이슈게이트신문발행인

前세계일보편집인

前세계일보편집국장

특집Ⅱ 소셜미디어독인가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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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부작용

으로유튜브등의선호도가높아진

것은상당부분사실이다. 누구잘잘

못을탓하기도어렵다.

뉴미디어시대의부작용

분명한것은뉴미디어의역기능에놀

랄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

이다. 누구라도 뉴스를 취재하고 편집하

는시대다. 인터넷신문, 블로그, 유튜브가

이 사회의 구석진 곳을 비춰내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심화하고 높인 것은 부인할 수 없

다. 그럼에도가짜뉴스와음모론을퍼트리는데

뉴미디어가깊숙이발담그고있는현실은뉴미

디어에겐 신뢰성 부재라는 아킬레스건이 아닐

수없다. 한강의대생실종사건은실종학생의

가족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공개적이고 적극

적으로 언론 앞에 나섰다. 의대생이고 친구 중

한 명은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화제성은 충분한

측면은있다. 

이점에서백번양보해방구석코난이활동할

여지가있었다고치자. 그렇더라도살아남은친

구의인생은어찌되는가? 그는이사건으로살

인자로낙인찍혔다. 그 고통을감당하고이겨내

기가얼마나어려울까. 더구나분당고교생사건

은질적으로완전히다르다. 해당부모는타살설

에동의하지않고경찰수사와부검결과통지내

용을받아들였다. 앞으로도유사한사건이터지

면그들로인해선의의피해자가많이생길수있

다. 방구석코난류의음모론과가짜뉴스는시대

적 부산물이면서도 뉴미디어의 부작용이 아닐

수없다. 뉴미디어는우리의생활양식변화에큰

영향을미치고있다. 뉴미디어의발달은우리삶

을편리하게해주고많은정보와상호작용할수

있도록해주고있다.

하지만문제는어디서든도사리고있다. 악마

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지만, 뉴미디어의‘가짜

뉴스’에도 악마성이 숨어 있다. 코난이나 일부

유튜버들은 나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수한

다는사명감을가진사람들이있다. 

이들은사망자또는유족에대한깊은감정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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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하면서개입하게된다. 하지만주위의관심

을 끌거나 수입증대를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

으로과대포장하는경우가적지않아더큰문

제가된다. 한강의대생사건에서도일부유튜버

가자극적인콘텐츠로수천만원의후원금수입

을올려사회적논란거리가됐다.   

대선철정치판의가짜뉴스기승

페이스북에서 횡행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특정정치인을궁지로몰고회복하기어려운정

치적상처를입히기십상이다.

이문제는미국의대선판에도이미나타나정

치사회적문제가됐다. 심지어외국의대선개입

이라는 외교적 논쟁을 불러오기도 하는 국제적

이슈가됐다. 4년 전미국대선에서유권자들의

감성을자극한가짜뉴스는수없이쏟아졌다. 

특히페이스북을통한가짜뉴스가많았다. 믿

기어렵지만“프란치스코교황이도널드트럼프

를지지한다”는뉴스는출처도확인되지않았지

만페이스북에서96만건공유됐다고한다. 미국

IT전문매체 검증에 따르면 선거일 3개월 전 인

터넷상에서공유된가짜뉴스는870만건으로진

짜뉴스공유횟수인736만건보다많았다. 

선거에임박해지면진짜와가짜뉴스가뒤섞여

확산되고소비된다는것이다.

한국에서도지난대선과정에서여론조작사건

이있었다. 국정원이나기무사등권력기관이나

서 포털사이트나 특정 사이트에서 댓글을 만들

고온갖사이트의글을퍼나르고정치적댓글을

달았다.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권력형 여론조

작행태는드러나지않았지만문재인후보를지

지하는 일단의 범죄자들이‘킹크랩’을 이용해

댓글조작을 일삼았다. ‘드루킹’의 댓글조작 주

범김동원은3년형을선고받았다. 

가짜뉴스의플랫폼화하는페이스북

가짜뉴스는마치안개처럼스며들고암암리에

유통된다. 과거에는‘일베’같은숙주사이트를기

반으로가짜뉴스가생산됐지만이제유튜버를통

해공공연히생산되고페이스북을통해확산되는

식이다. 이번한국대선은페이스북을통한상대

흠집내기, 중상모략, 근거없는의혹확산하기등

이심해질것으로보인다. 좀심하게표현하자면

가짜뉴스의플랫폼화할가능성이있다. 벌써페이

스북은혼탁해지고있다. 지지율높은특정정치

인의가족에대한험담이나의혹, 음모론이판을

친다. 없는 사실을 부풀리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부지기수다. 일부유튜버들은특정대선주자

후보의부인, 장모등에대한인신공격성콘텐츠

를만들어내고이를또다른사람들이페이스북에

서퍼나르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또 다른 지지율 선두 후보에 대해선 여자문

제, 쌍욕문제 등도 재탕 삼탕된다. ‘천박한 말

투’‘ooo의 몰락’‘헛소리 하지마’‘박사학위

취소가자’‘김오수가 ooo 잡는다’‘바지를 벗

어라’‘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등 선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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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제목이대부분이다. 믿거나말거나사

람들의 관음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내용들

이다. 

팩트체크는이뤄지지않은채주장과전언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불량한’콘텐츠가 대선을

앞두고넘쳐나는것도모자라사회적경험이풍

부하고나름좋은직장을다닌사람들이막무가

내로이런불량품을퍼나르는것을보면평범성

에깃든악마성에놀라게된다. 

올드미디어의편향성도고질적문제

유튜브나 인터넷 신문 등 뉴미디어는 자정기

능이떨어진다. 인터넷윤리강령이버젓이존재

하지만 의혹 사건이나 정치뉴스의 경우 윤리기

준을잘지키지못한다.  

TV방송사나 라디오 방송, 신문과 잡지 등 기

존올드미디어는다르다. 조직내에서게이트키

핑을하고자정기능을가동시키고있다. 가짜뉴

스를스스로걸러내는자생력이있다. 그런데도

일부방송의경우신뢰를얻지못한다. 

올드미디어가가짜뉴스를확산하는일종의창

구기능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래서‘도긴

개긴’이라는 폄훼가 생긴다. 우리는 현 정권 하

에서일부방송이나유력신문이사기꾼이주는

정보를확인하지않고뉴스를내보내고공개사

과문을내는경우를적지않게보았다. 

이 같은 특정인과 특정진영에 공격을 가하는

올드미디어의허위뉴스는뉴미디어의가짜뉴스

보다해악이크다. 기본적으로그들에대한사회

적신뢰가높다는점에서그런불량콘텐츠에쉽

게속아넘어가고순식간에인터넷사이트나페

이스북으로이들허위뉴스가쫙퍼지게된다.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면서 신속성에 목매면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자주 확인하게

된다. 필자도 가끔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수없다. 가령어느정치인의재산공개내역

을조사해보도하면서전셋값의0을한개빼먹은

적이있다. 나중에당사자가전화로“전세가5억

원인데 5000만원으로나가특혜의혹이있는것

아니냐는지적을받고있어억울하다”고하소연

해긴급하게정정을한적도있다.

실수를 하면 즉각 수정하고 보완해야 뉴미디

어로서신뢰를유지할수있다. 팩트체크나게이

트키핑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에만 매달릴 경우

그건언론이아니라사이비가될것이다. 

심지어확인안된사실을공공연히사실인양

주장하고, 특정인을비난하기위해콘텐츠를제

작해확산시키는것은언론이아니라사회적흉

기로비난받아마땅하다.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이

다. 국민적관심사나화제성풍부한사건의경우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더욱 충실한 설명을 하고

관련자료를공개하는길로가야할것이다.

무엇보다국민모두가경각심을갖고나쁜매

체에대해선냉정하게‘NO’를외쳐야뉴미디어

불신의문제점이그나마줄어들것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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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김종필선생제3주기추모의날을맞이했습니다. 우리헌정사의큰

정치인이셨던선생님을추모합니다. 김종필선생님은서울대사범대학시절

군에입대했으며육사8기를졸업하고6.25 한국전에참여했습니다. 5.16 혁

명과박정희정부의탄생에참여해초대중앙정보부장을지냈습니다. 박정

희정부와김대중정부때최장기간국무총리를역임했습니다. 

김영삼과김대중, 김종필을일컫는 3김시대의정치사를열었습니다. 공

화당총재와신민주공화당창당, 3당합당과민주자유당최고위원, 자유민

주연합창당을하고초대총재를했습니다. 9번이나국회의원을하신최장

수국회의원이셨습니다. 제17대총선후에정계를은퇴하시고어려운고비

마다후배들을늘지도해주셨습니다. 

3년전에사랑하던박영옥여사님을먼저보내시고총재님도떠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례가 없는 성장의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개를 넘어

선진국대열에들어갔습니다마는아직도우리의안보와정치, 경제와사회는

어려움이많습니다. 

화합과공존의정치에모범을보여주셨던운정김종필우리정치의대선배

님이한없이그리워집니다. 운정선생님, 하늘에서우리가처해있는남북핵위

협과정치의혼란, 경제의곤경, 외교의난맥을풀어갈수있게도와주십시오. 

운정 선생님의 18번 애창곡“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나그네 설움 노래 한 곡조 듣고 싶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의 뒤를 따라 갈

것입니다. 헌정회회원들과함께선생님의명복을빕니다. 

추도사

-운정김종필 3주기- 

화합과공존의정치되게도와주시길

66월월 2233일일

헌헌정정회회장장 김김일일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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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 유지

에 있다. 미국 연준에서는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목표로삼고이를달성하기위해연방기

금금리를 기본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해 통화

정책을추진해오고있다. 한국에서는한국은행법에

통화정책의 목표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명시하

고있다. 최근에는한국에서도고용안정을추가하자

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목

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2% 물가상승률은그냥대강정해진것이아니

다. 계량분석결과완전고용수준을달성할수있는

물가상승률 수준, 즉 완전고용 물가상승률 수준이

다. 따라서 물가안정 목표만 달성하면 자연히 고용

안정도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통화정책의 목표를

금리인상과

인플레이션

시사초점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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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통화정

책수단을운용해오고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곧바로 실물경

제에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일정기간이지

난 후에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라

는것이존재한다. 기준금리의변동은단기금융

시장 장기금융시장의 금리변동을 가져오고 기

업의 투자의사결정과 가계의 소비의사결정에

영향을미쳐실제로투자와소비가이루어져물

가의변동을가져오는시차가존재하는것이다.

이 때문에 파급시차를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기

준금리를 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파급시차

는실증분석결과대개 6개월~1년정도로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는데 너무 늦게 금

리를 올리면 버블이 발생하게 되고 너무 일찍

금리를올리면경기가미처회복되기도전에다

시 주저 앉게 되어 과도한 실업이 발생하게 된

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을

적기에하기위해가능한한경제전망을정확하

게하는일이매우중요하다.

한국경제전망의정확한이해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이후

계속해서한국은행의물가안정목표인2%를상

회하고 있다. 심지어 5월에는 2.6%, 6월에는

2.4%까지 상승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

계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이급등하고있어인플레이션을견인하고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여 중장기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3년물 국고채금리가 6월에는 1.45%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과금리>

자료: 한국은행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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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하고7월초순에도1.38%를유지하고있다.

그 결과 금년 6월 이후 0.5%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금리차이 즉 스프레드가

확대되고있다. 이러한물가와금리동향은한국

은행이금리를인상해야할시점이다가오고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 중에는 10월과 11월

중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회의가예정되어

있어이무렵금리를인상할것이라는전망이나

오고있다. 

한국은행이통화정책을운용하는데고려해야

할또하나의변수가금융안정이다. 이는물가안

정과 더불어 한국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

은행의목표중하나이다. 금년 1분기말에가계

부채가 1765조원에 이르고 기업부채도 1402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1분기말

모든민간신용이4226조원에이르러명목GDP

의216.3%로급증하고있다고밝혔다. 처분가능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 171.5%로증가해소

득 증가율이 낮은데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음

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되면가계의소비여력

을 제약해 GDP 중에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민간소비를위축시켜장기불황으로이어질우려

가크다. 

지난해 기업 10곳 중 4곳이 수익으로 이자비

용도 내지 못하는‘좀비기업’으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

세소상공인들에게는작년3월부터원리금상환

유예를해주고있는데이규모가204조원에달

하고있다. 이에따라 2019년 1분기에 37.5였던

금융취약성지수가 금년 1분기에는 58.9로 지속

적으로상승하고있다. 따라서금리를큰폭으로

올릴경우가계와기업의부실이증가하면서금

융부실로전이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이와같

이금리인상시에민간부문이지게될이자상환

부담을고려하면한국은행은0.25%씩소폭으로

올리면서금융시장충격을보아가면서점진적으

로올릴것으로전망된다. 

코로나확산으로금리인상재고

그런데갑자기코로나19의4차대유행이폭발

하고있어새로운변수가등장하고있다. 거리두

기가강화되면서수도권에서는저녁영업이사실

상불가능해져음식점등자영업이타격을받을

전망이다. 이러한현상이오래가면회복되던경

기가다시주저앉는더블딥현상도발생할우려

가있게된다. 이는당연히한국은행의금리인상

결정을재고하게하는요인이된다. 코로나19 4

차대유행기간이얼마나지속될것인가가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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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수다. 과거 1차2차3차대유행기를고려해

보면이번 4차대유행도한두달정도지속되지

않을까전망된다. 그만큼금리인상이늦어질가

능성도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변수가하나더있다. 자본유출가능성이

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다. 자본시장은

개방되어있는데자본유출입은미국의금리정책

에크게영향을받는소규모개방국가라는점이

통화정책에중요한제약변수다. 현재미국도인

플레이션율이크게높아지고있다. 5월 미국소

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로 급등했다.

이에따라미국의양적완화축소, 즉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단행되는 것

이아닌가하는전망들이나오고있다.  

며칠 전 공개된 미연준의 공개시장조작회의

의사록에서미국의인플레이션율이높아지고있

지만지난해코로나로낮았던수준에대한기저

효과가 있고 여러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일시적

요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진정될 것이라는 진단

이나오고있고아직은양적완화축소를할때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하락하는등시장은안정을보이고있다.

그러나 달러인덱스가 상승조짐을 보이는 등 금

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달러인덱스는 지난 해 3월 코로나로 미국 연준

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통화정책을 시행한 후

계속하락해달러약세를보여오다금년들어서

는 횡보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상승조짐을

보이고있다. 달러가강세조짐을보이면서지난

<미국달러지수동향>

자료: 미국연방준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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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국으로순유입되던외국인투자자금이금

년 들어서는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금리를인상하게되면유출이가속화될

것이다. 이에대응하기위해아직경기가완연

히 회복세에 접어든 것도 아니고 민간신용의

부실이증가하고있지만한국은금리를인상하

지않을수없다. 이미많은신흥시장국들이선

제적으로금리를인상하고있는실정이다. 

금융안정, 외화유동성고려한금리인상

한국의 주식 채권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 8800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다. 이 투자금

의1/3이유출되는경우이것만도2900억달러

수준이다. 한국은외채가많아서1년이내갚아

야할단기외채와장기외채중1년내만기가돌

아오는외채를합한유동외채가약 2500억달

러 수준이다. 원자재를 모두 수입해서 사용하

는국가라서수입액의 1/4만 고려해도 1300억

달러가필요한국가다. 해외현지법인의현지차

입도많다. 이모두를고려하면45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부족한형편이다. 다행히미

국과의 600억달러통화스와프가금년연말까

지재연장되어있어시장안정효과가크다. 그

러나부족한외화수요에는미치지못하는데또

다른 달러 기준 통화스와프인 한일통화스와프

는경색된 한일관계로인해언급도안되고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실기하지 않

은 금리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잘못하면 외화

유동성 경색현상이 발생하고 심하면 외환위기

도발생하는것이이부분이다.

인플레이션율 금융안정 외화유동성을 고려

해서금리인상시기와인상정도를결정해야하

는중차대한시기에또하나등장하고있는중

요한변수가정부의막무가내현금살포재정확

장이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2차

추경에만 33조원에달하는슈퍼추경을추진하

고있다. 대부분현금살포다. 코로나19의 재유

행으로거리두기를강화하고있는마당에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이라는 엇박자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긴축하는데 재정당국

은 확장정책을 추진하는 거시경제정책의 엇박

자라는점이큰문제다. 이렇게되면결국인플

레이션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정책이 무력화되고 심지어 확장재정정책

이시중의자금을흡수하는구축효과로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여 민간부문의 금융부실을 심

화시킬가능성이커진다. 재정건전성의악화로

대외신인도도 하락해 자본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킬우려도크게된다.  한나라의거시정책을

운용하는데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이처럼 엇

박자를 내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재정건전성

악화에도불구하고무작정돈을푸는확장재정

정책을 자제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힘을

실어주어야 다가오는 위기의 계절을 슬기롭게

넘길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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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가장큰실정은부동산정책일것이

다. 부동산관련대책을연이어25차례나 내놓았다

는것자체가실패의증거이다. 정책은일종의강제

조치이다. 따라서 정책 수용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격다짐은 정책 폭력

에지나지않는다.  

아래 그림은‘서울의 아파트값 매매지수’를 나타

낸것이다. 그림에서보듯이김대중, 노무현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좌파정

부에서 아파트 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노무

현전(前) 대통령은부동산문제를빼면꿀릴게없다

고까지 했다. 좌파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시장과싸우려했기’때문이다. 좌파정부는부

동산가격이급등한것은‘악한투기세력’이시장을

교란했기때문이라고확신했다. 징벌적인과세로불

로소득을환수하면부동산 투기가 수그러들것으로

믿었다. 이 같은 정책관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투기세력은 왜 우파정부에서는 숨죽이고 있다가

좌파정부가들어서면수면위로올라오는가. 그럴리

없다. 일반적으로 경제행위는‘미래의 기대’를 반영

공시가격인상

지금이적기(適期)인가

시사초점

趙東根

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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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정재화가격이앞으로크게오를것으로

기대되면값이오르기전에선취(先取)하고자한

다. 특정재화에‘아파트’를대입하면‘서울아파

트값이왜오르는지’를쉽게설명할수있다.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을 대비해 지금 싼 아파

트를미리사두는것이‘투기’라면, 상황이역전

되어앞으로아파트가격이떨어질것을기대하

고가격이충분이떨어질때까지아파트구입을

미루는것역시‘투기’여야한다. 

문재인 정부가부동산 정책에실패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결여되

었기 때문이다. 좌파정부는 정책을 설계(세금

중과)해현실을개조하려했다. 이는‘치명적지

적오만’(fatal conceits)이아닐수없다.

공시가격인상논거적확한가

아래그림은‘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변동률

추이’를 표시한 것이다. 공시(公示)가격은 정부

가공증한공동주택가격인셈이다. 올해전국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은평균19.05% 상승했다. 이

는 2007년 22.7%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지난

해에는5.98%, 2019년에는5.23% 상승했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이

부동산보유세(재산·종합부동산세)와건강보험

료및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이되기때문이

다. 따라서공시가격은현실을적확하게반영해

공신력을가져야한다. 하지만현실은그렇지않

다. 올해서울노원구한아파트는같은층같은

면적의 두 가구 공시가격이‘유의하게’다르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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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겨진것으로드러났다. 올해전국최고상승률

(70.68%)을기록한세종시의한아파트는1~2건

에불과한실거래가격을근거로공시가격이매

겨져상승률이무려133%를기록했다.  

매매가격 증가율에 비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너무 높아 지역민의 불만을 사는 경우도 많다.

서울 강북권인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강북

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연간 주택 가격 증가율

보다공시가격상승률이훨씬커문제가되고있

다. 노원구를예로들면매매가격은 5.15% 증가

했는데반해공시가격은34.66% 인상됐다. 성북

구는매매가격이 3.35% 증가했는데공시가격은

28.01% 상승했다.

불신을증폭시킨것은‘공시가격의견제출(이의

신청) 대비수용건수비율’의급감이다. 2019년에

는2만8745건의의견제출중6183건이수용되었

지만2020년에는의견제출이3만7410건으로폭

증했음에도실제수용은 915건에불과했다. 이의

신청대부분이묵살되었다고봐도틀리지않는다.  

공시가격폭등시킨

‘공동주택가격현실화로드맵’

계속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자 정

부는 2030년까지주택공시가격을시세의 90%

까지 끌어올리는‘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

맵’을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

은집값이크게오른데다공시가격현실화로드

맵을 본격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

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

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높아진70.2%이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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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현실화계획에서밝힌목표와같은수치라는

것이다. 오히려할일을했다는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집값이 안

오르더라도‘현실화율을높이면’공시가격은올

라가게되어있다. 현재주택가격현실화율은고

가주택보다저가주택이현저히낮다. 따라서현

실화율로드맵을따라가면저가주택의공시사격

상승률이고가주택보다유의하게높을수있다.

이는문재인정부가외치는형평성제고에역행

하는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당연히 세부담을 증가시킨

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김상훈(국민의힘) 의원

이국세청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종부

세(공시가격9억이상) 고지서를받은‘1주택자’

는 29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9000명 늘

었다. 문 정부출범이전인 2016년종부세를내

는 1주택자는 6만9000명이었는데, 4년 만에

4.2배가 된 것이다. 다(多)주택자도 아닌 1주택

자의종부세납부폭증은‘부동산세제가정상이

아님’을웅변하는것이다.

세금부담은종부세부담자만는것이아니다.

국토부가제시한보유세모의분석에따르면, 지

난해공시가격5억3000만원시세7억6000만원의

주택을보유해재산세123만4000원을내던1세대

1주택자는올해공시가격이7억원(시세10억원)으

로뛰면서재산세 160만4000원을내게됐다. 세

금 부담이 1년새 30.0% 늘어난 것이다. 세금을

30% 더낸납세자가작년에한것은아무것도없

다. 집을산것도판것도아니다. 부작위자(웚作爲

者)에게세금을더추징하는것은경제정의에반

한다. 집을팔아양도차익을실현한것도아닌데,

정책실패의책임을증세형태로개인에게물은것

이다. 보유세가세기로유명한미국의일부주는

주택매입가격을기준으로보유세를물린다. 집값

이올랐다고세금을더추징하지않는다.  

건강보험료로튄주택공시가격

주택공시가격인상의불똥이건강보험료로튀

었다. 건강보험료등제세공과금은현금으로내

야 한다. 따라서 재산은 있되 변변한 소득원이

없는은퇴세대는큰고통을받을수있다. 

통계청은‘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주

연령별자산의구성비를발표하고있다. 2020년

조사에따르면, 60세이상의경우“저축액, 전·

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실물자산”의 비중은

각각“15.5%, 2.8%, 78.1%, 3.6%”로되어있다.

자산의 78.1%가부동산에묶인것이다. 이들부

동산을현금화하지못하면제세공과금을납부할

수없다. 제세공과금을내려고부동산을판다고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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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해보자. 주지하다시피거래관련세금이너

무높아거래자체가잠기는‘거래잠김현상’이

일고 있다. 노후 세대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

는없다.  

건강보험공단이국민의힘유경준의원에게제

출한자료에의하면‘재산요건에따른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상실’인원이급격히늘어나고있

다. 2018년이후매년2만명이상이재산상의이

유(공시가격)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했고,

2021년에는 5만 126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

실할것으로추정된다. 피부양자의지위를상실

하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들이 집 값을

올린것도아니다. 

한국의주택보유세부담은이미해외주요국

에비해높은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따

르면2019년기준한국의재산세관련조세부담

율은 GDP 대비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9%보다 1.7배많다. 개인소득·

부가가치·물품세 등은 OECD 평균보다 낮지

만, 재산·법인세는OECD 평균보다높다.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편법 증세

로‘위헌 시비’를 낳을 수 있다. 헌법상 세금은

국회에서법률로정해야하는데, 정부가자의적

으로공시가격을올려‘실제’증세를하고있기

때문이다. 법집행자에불과한정부가‘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지렛대로 보유세를 인상하

는건헌법상조세법률주의에배치되는것이다. 

공시가격은 세율과 달리 행정부가 임의로 조

정할수있어스스로통제하는것이무엇보다중

요하다. 시기와 폭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

정부들어세금이아니라징벌이라는말이나올

정도로전방위적으로부동산세금폭탄을퍼부었

다. 시기적으로봐도어느때보다경기침체를겪

고있는때에공시가격을올리는것은문제가있

다. 문재인 정부는 주지하다시피 소득주도성장

을신줏단지모시듯했다. 가계주머니를두둑하

게해소비지출을자극해야경제선순환을이룰

수 있다.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거둬 가는

것은소득주도성장에역행하는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백안시 할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해

야하기때문이다. 공시가격의시가반영률은목

적별로차등화할필요가있다. 건강보험료책정

과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

서반영률을낮게책정할필요가있다. 

2020년 한국의 조세부담률(20.0%)과 국민부

담률(27.0%)을감안할때앞으로세율을더높여

세수를더걷는것은한계에도달한것으로판단

된다. 따라서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근로유

인’을보강하는것이중요하다. 직접적인비교는

어렵지만 미국은 종교인·비영리단체·장애

인·노인등에게는재산세를감면해준다. 감정

원과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능력을 높여 산정

결과에대한신뢰를높이고경기회복이어느정

도이뤄진다음에공시가격현실화율조정을검

토해도결코늦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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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작년12월상당히많은노동법이개정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그

리고공무원의노조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

한근로기준법, 그리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의고용보험가입과관련해서고용보험법과산재

보험법이일부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 2월에 정부·여당이 중심이

돼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

했다. 핵심 협약 중 29호 강제노동금지 협약, 87

새노동조합법의명암

시사초점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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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장에관한협약, 98

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

약등 3개가통과됐는데, 이는 1년후부터국내

법과동일한효력을가지게되고, 또기존노동

관련법과상충될경우에는새로운법인협약내

용이 우선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최근 법

개정도 그렇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우리 노사

관계 차원에서 보면 아직 많은 과제와 쟁점이

남아있는상태이다. 특히집단적노사관계에관

련된 노조법 개정은 매우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이후에는

기대효과와더불어쟁점및향후과제들을짚어

보고자한다. 

설립및가입자격확대

2020년 12월노동관계법개정으로노조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에서기업별노조에해고자등의가입을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를삭제하였다. 이에따라노동조합의조합

원자격은조직형태와무관하게노조자체규약

에따라스스로정할수있게되었다. 

공무원 노조의 가입범위도 확대하였다. 이번

공무원노조법개정으로‘6급이하공무원’만노

조를가입하도록제한한규정을삭제하고, 소방

공무원 및 조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원(교원 제

외)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

대하였다. 교원의노조가입범위도확대되었다.

현직교원뿐만아니라퇴직교원도노조의규약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

도록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임원자격과조합활동범위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과 관련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 자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

도록 하였다. 임원·대의원은 원칙적으로 노조

규약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업

별노조의임원·대의원은해당사업또는사업

장의종사근로자중에서선출하도록하였다. 

노동조합의 활동범위와 관련해서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활

동 범위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

사하는근로자(종사근로자)가아닌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

도록규정하였다.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규정은 삭

제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운영을개편하였다.

그동안정부의노사관계개입소지가있다고제

기돼온노조전임자급여지급금지규정은삭제

하되, 사용자로부터급여를지급받으며노동조

합업무에종사하는자(근로시간면제자)는근로

시간면제한도내에서만급여지급이가능하도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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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운영과관련해단체협약의유효

기간상한을현행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였다.

이에노사는사업장이나업종등의특성에따라

3년의 기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하였다.

쟁의행위의허용범위와관련해노조의쟁의행

위시시설점거행위와같은쟁위행위의제한범

위에대해논란을겪던것을현행법조항을유지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2019년 정부 입법예

고안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

조 2항에“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

고조업을방해하는형태로행하여서는아니된

다. 다만,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대해서는이를전부또는일부를점거하

는형태로행하여서는아니된다”로개정안을낸

바 있었지만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노동계

가반대하면서국회에서는현

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것이다. 

개정의배경과쟁점

현 정부 들어서 ILO 핵심

협약비준을중요한국정과제

로 제시했는데, 우리나라가

ILO에 1991년에가입한이후

30년 동안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여러가지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었다. 특히 한-EU FTA를 기점으로

해서국제사회에서지속적으로핵심협약을비준

하라는압박이늘어났다. 여기에더하여전교조,

전공노가법외노조가되는과정에서해고자, 퇴

직자들의 노조 가입 문제가 ILO가 내세우고 있

는결사의자유원칙과부합하지않는것아니냐

는논쟁이오랫동안있어왔다. 이에현정부출

범 이후 2018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에 걸쳐

노조법 개정 작업을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진행

해왔다. 비록노사의합의를이끌어내지못했지

만공익위원안을중심으로2020년 12월9일국

회본회의에서노조법개정안이통과되고, 2021

년 1월 5일 공포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

되었다.

개정노조법의주요내용을보면몇가지쟁점

이도출되는데우선하나는노조의조합원자격

을확대한것이다. 노조법제2조 4호라목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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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조항에서는, 해고효력을다투는자에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고자나 퇴직자도 노조

에가입할수있는근로자로본것이다. 만약해

고자나 퇴직자가 노조 조합원의 될 경우, 특히

기업별 노조 조합원이 된다면 법 집행과정에서

노사간논쟁이크게발생할가능성이있다.

그다음은노조전임자문제인데과거노조전

임자에 대해서는 급여지급 금지 원칙을 명확히

했었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그 원칙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자라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전임자도 근로시간면제자로 통칭하고

있다. 그러나여전히근로시간면제한도를초과

하여전임자에게급여를지급하면부당노동행위

로간주하는제도도계속해서유지되고있기때

문에노사간에혹은사업장에서상당한갈등을

초래하지않을까예상된다.

또 하나노사간에큰쟁점이되는것은단체

협약유효기간문제이다. 지금까지는2년이었던

유효기간상한이3년으로연장되면서앞으로단

체협약 유효기간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새로운

힘겨루기양상이나타날수있다. 

전반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

정이라는취지에집중해서법개정이이루어졌기

때문에, 법개정이노사관계에미칠효과나영향

에대한충분한준비와대화가부족했다고보인

다. 특히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별노

조라는특성으로인해여전히법개정이후에도

현장에서는현실적으로많은갈등을빚을가능성

이높다. 

장기적으로남은과제

근로시간면제제도를완화하고더불어해고자

와실업자, 퇴직자의조합활동허용이이루어지

면서 기업별 노조중심의 대기업과 공무원과 교

원들의공공부문노조활동은더욱활성화될가

능성이크다. 이에대비해서노사모두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사관계를 포용하기 위한

산별 형태의 조정이나 조직화와는 더 멀어져서

노사관계가 기업별 의제와 공공성 이슈에 함몰

되는것은아닌가하는우려도있다. 

이번법개정이부분적인개선이기는하지만전

체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고

정규직과비정규직간격차를줄이는효과가작고

산별노조활성화나노사간산별교섭과산별조정

력과는관계가없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가있

다. 따라서또다른보완적목적의노동법개정이

필요하다고볼수있다.

아울러 공무원·교원노조법이나 노사관계와

관련해서공무원·교원에대한법제도적인보호

와 신분적 보장이 유지되면서 노동권을 강화하

는것이과잉 보호되는것이아닌지도검토되어

야한다. 국가공무원신분을유지하는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서 공무원들의 노동권 신

장이신분제적국가보호와형평성을이룰필요

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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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관계가잠잠하다. 지난6월 17일북한노

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총비서는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향후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 가

능성을열어두었다. 하지만주요외신이‘김정은

의 발언은 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하자,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과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통해‘대화를 생각하는 것은 꿈보다 해몽’이라

며부정적인입장을견지했다. 북한의진의는무

엇이고미북관계는어디로흘러갈것인가?

‘조건없는대화’를통한비핵화협상

지난 4월 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내놓을때만하더라도미북대화가조만

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강조한유연한외교적접근에대해북

한이비난을하거나군사도발로맞불을놓지않

았기때문이다. 하지만북한은이후대화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미북 대화가 진행되

지도않으면서북한의도발도존재하지않는현

상유지가지속되고있다. 

미북관계, 대결이냐대화냐

시사이슈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외교안보센터장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58   MAC-4       



2021. 8 59

바이든행정부대북정책의핵심은단계

적비핵화협상과제재유지다. 먼저미국

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을

할수있음을시사했다. 단계적비핵화협

상이란 북한의 핵 능력 전체또는 중요한

일부를 한꺼번에 포기하도록 하지 않고,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핵 능력을 나누어

협상하는방식이다. 당연히각각의협상마다합

의에 상응하는 핵 능력 포기와 보상이 오가는

데, 그 규모가 작은 것에 착안하여‘스몰딜

(small deal)’로 불린다. 협상을 여러 번 하지

않는대신한번에크게주고받는방식의‘빅딜

(big deal)’과대치되는방식이다. 

과거 트럼프행정부는북한과 빅딜을 시도했

다. 2019년하노이에서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

총비서는 영변 핵시설 전체를 놓고 대북제재 5

개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협상했다. 북한은 영

변 핵시설로 북한의 경제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대북제재 모두를 해제 받으려 한 것이다. 하지

만미북간신뢰가조성되지못한상황에서빅딜

의성사가능성은높지않다. 빅딜은큰이해관

계를한꺼번에주고받기때문에상대에대한신

뢰가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비공개 핵시설은 공개하지 않은

채 영변만으로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완화하려

했고, 북한을신뢰할수없었던미국은이를수

용하지 못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의 모든 비

공개핵시설을신고할것을요구했으나, 미국을

신뢰하지않았던북한은이를수용하지못했다.

결국 하노이 정상회담은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

은여전히핵능력을강화하고있는상황이다.

서로신뢰가낮은쌍방이한꺼번에많은것을

주고받기보다는 협상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북한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능력

동결, 영변일부핵시설해체, 영변나머지핵시

설 해체, 영변 이외의 핵시설 해체, 핵연료 해

체, 기폭장치및발사체해체등의순서를밟으

며 그에 따른 보상을 하면 단계적 비핵화 협상

이된다. 특히북한은한때단계적협상을선호

했던 것으로 전해지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법은북한이비핵화협상을염두에두고있다면

기회 요인을 제공한다. 물론 자력갱생 노선을

택한북한이과연비핵화협상에응할것인지는

별개의문제지만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제재를먼저완화해주지않겠다는입장을

분명히하고있다. 단계적비핵화협상을가정할

때협상력을좌우하는것은각자가얼마나많은

보상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 북한으로서

는자신들의핵능력을가급적많이나누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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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salami)’식의협상을통해미국으로부터받

을수있는경제적, 외교적, 군사적보상을극대

화하려할것이다. 반대로미국은초기에많은보

상을해주었다가는나중에보상할수단이없어질

수있다. 이때북한은주한미군주둔이나한미동

맹문제를거론할가능성이크기에미국으로서는

초기 보상을 적게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협상복귀만으로보상을해주기어려운이유다.

이러한이유에서미국은북한과‘조건없는대

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재 완화라는 전제 조건

없이북한과만나서구체적인비핵화조치에합

의하고이를이행하는경우제재완화를제공하

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리한협상고지의선점으로볼수있다.

핵보유와핵군축제의가능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당장

대화를 갖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여정이나

리선권의 발언에서‘미국이 먼저 보상조치를 해

야대화에복귀할수있다’는의도를엿볼수있

다. 그렇다고북한이긴장조성을위해도발을감

행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했지만 그 이후에는비교적

조용한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에는 이유

가있다. 핵보유를위해당분간미국과의대화를

유보하고 자력갱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 정

세를먼저악화시킬이유가없다고보는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자력갱생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모습이다. 1월초노동당 8차당대회는물

론이고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세차례나개

최하며간부들을재촉하고있다. 북중국경을봉

쇄한것역시북한스스로경제를일으켜세워보

겠다는김위원장의의도가반영된것이다.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자력갱생 노

력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의존

하지않고사실상의핵보유국으로자립할수있

게 된다. 미국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

지기때문이다.

하지만김정은총비서가직면한문제는자력갱

생이성공할가능성이작다는점에있다. 북한의

낙후된경제력과 생산시설을고려할 때북한주

민을아무리 독려한다해도경제를되살리는일

은쉽지않다. 2010년대초중반북한경제를끌어

올렸던북중무역이코로나19로단절된상황이라

는점도무시할수없다. 하반기에접어들면김정

은은참담한결과에직면하게될것이며, 그때비

로소북중국경봉쇄를풀고대외관계를개선하려

할것이다. 바로이시기가북한이미국과의대화

를진지하게고민하는시점이될것이다. 

다만북한은이미자신들을핵보유국으로여기

고있다. 그결과말로는‘비핵화협상’이라는표

현에동의할수있을지몰라도내용상으로는‘핵

군축협상’을전개하려들것이다. 핵군축협상

은 그 최종상태에서도 핵무기와 핵물질이 남아

있을수있다. 핵보유를추구하는북한이바이든

행정부와협상을 벌인다면앞서살펴본바와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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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기에 많은보상을 받아내서미국의협상력

을약화하려들것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

위해북한은대화복귀에대한미국의선제적보

상이라는‘조건있는대화’를추진하는것이다. 

미북관계변화는자력갱생실패후에나

향후미북관계는 8월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군사훈련을복원할경우, 북한은이를명분

으로 군사도발에 나올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

정세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고 문재인 정

부의남은임기내내대결구도가전개될것이다.

다만한미군당국은8월개최되는연례연합군

사훈련의규모를축소함으로써북한을자극하지

않으려할것이기에실제로큰변수가되지않을

것이다. 그렇다면하반기미북관계는김정은총

비서가 추진하고 있는 자력갱생의 성패에 따라

달라질가능성이크다.

만일 북한이 자력갱생에 성공한다면 군사적

도발을감행할이유가없게된다. 미국을자극할

경우전략자산이한반도에전개될것이고, 이는

북한의후원자역할을하는중국의불만을야기

하여북한경제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

다. 따라서북한은사실상의핵보유국이되기위

해도발을자제한채시간을보내려들것이다.

북한이자력갱생에실패한다면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이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발사실험

과같은전략도발을감행할것으로보인다. 협상

의판자체를다시짜려들것이기때문이다. 북한

체제의특성상자력갱생의실패를김정은총비서

의잘못으로인정하기어렵다. 누군가외부의탓

으로돌려야하고그대상은미국이될것이다. 북

한이전략도발을감행하면미국내에서는대화를

촉구하는움직임이생긴다. 그결과도발카드가

북한에게있어나쁜선택만은아니다. 다만북한

도미국과전면대결을이어가기보다는적정시점

에서대화로복귀할명분을찾을것이다.

이상을 고려할 때 8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할경우북한은당분간현상유지를추구할

것이다. 다만자력갱생에실패할것으로보이는

하반기어느시점에서도발카드를사용할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이 역시 협상을 유리하게 가

져가기위한전술적행보일것이며, 군사적긴장

조성이후미북대화의새로운동력이만들어질

것으로전망된다.

중요한것은한국정부의역할이다. 자력갱생

을추구하는북한은당분간대화를거부할것이

다. 대북 저자세를 취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북

한비핵화를포기해서도안된다. 북한을사실상

의핵보유국으로만들고, 미래세대에게핵을물

려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며주변정세를유리하게만드는일이우

리가지향해야할대북정책의요체가되어야한

다. 그리고북한의도발에흔들림없이대비태세

를갖추어야한다. 그래야북한의셈법에흔들리

지않고일관된정책을추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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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대한민국이다른나라의정부수립단계와는

달라친일(親日) 청산을못하고친일세력들이미(美)

점령군과 합작해서 다시 그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

지했다고발언했다. 2017년 1월에는대선경선예비

후보에등록한후서울동작구국립현충원을찾아가

김영삼·김대중 묘역만 참배했다. 기자들이 근처에

있는 이승만·박정희 묘역을 지나친 이유를 묻자

“이승만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국정을파괴하고인권을 침해한 독재

자”라고발언했다.  

미군은점령군, 소련군은해방군인가

시사이슈

김용삼

펜앤드마이크대기자

前월간조선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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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광복회장은 한 고등학교에 보낸 동영

상에서“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점령군,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해방군”발언을 하여 물의를

야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정통성을부인하고, 미국과미군의역할

을 침략자로 규정하려는 심리가 저변에 깔려있

기에나오는발언이다.  

1945년 8월무렵한반도에진주한미군과소

련군은 어떤 존재였을까를‘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을 통해 추적하면 두 사람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180도 뒤집어서 발언했

음을쉽게알수있다. 미군이한반도에상륙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미국은 포고문에

서‘점령군’을 자처했지만, 이때부터 1961년까

지 미국은 점령지역 행정구호원조(GARIOA)를

비롯하여 ECA(미 경제원조처) 원조 등 이런저

런 명목으로 31억 달러 이상, 이와는 별도로

3~4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제공하여 한국의 국

가건설과부흥, 전후복구를도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제공한 원조물자를 기반

으로대충자금계정을설치하고, 원조로도입된

물자의 판매대금을 사전에 합의된 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하여 대충자금 계정에 넣었다. 이

자금중일부는한국에주둔한미군과유엔군의

경비로사용했고, 나머지는한국정부예산으로

충당하기위해세입에편입됐다. 대충자금은한

때 정부 세입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중요한세출의원천이었다. 

한국은유엔의합법정부, 북한은불법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은 초기엔 소련과의 모스크

바합의에의해남북한통일정부수립을추진했

으나남한민족진영의강력한반탁(反託)운동, 스

탈린의‘신전술’지령에의한좌익·공산주의자

들의 폭동으로 한계에 부딪치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이관한다. 그결과미국의주도하에유

엔총회의결의에의해“유엔감시하에총선이가

능한지역”에서정부수립절차를추진했다. 

그결과38선이남지역에자유민주체제와시

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수립되었

고, 유엔은대한민국을한반도의유일한합법정

부로 승인하여 한국은‘유엔의 자손’으로 불리

게된다. 대한민국건국은미국의주도아래유

엔총회 결의 및 승인이라는 국제법적인 정당성

을갖게되었다. 

반면에북한(공식명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은어떠한국제법적정당성도갖지못한결

과국제사회에서‘불법단체’라는낙인이찍혔다.

38선이북지역을점령한소련군은겉으로는‘해

방군’을 자처했지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북한사회에소련을추종하는공산위성정권수

립을 위한 감시통제체제 설치였다. 소련군정은

휘하에 소련 비밀경찰인 KGB의 북한판 조직인

보안국(후에 내무국)을 설치하여 소비에트 공산

당특유의감시통제시스템을그대로이식했다. 

소련군정사령부가지휘하는북조선보안기관

은 공산화에 반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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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토로하는주민까지닥치는대로체포·구

금·구타·고문을자행하여공포의사회로돌변

했다. 1946년 11월 작성된「북조선 보안사업 총

결보고」라는문서에는“지난 1년간 4만 5,426명

을 체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당시 북한

인구900만명의0.5%에해당하는수치다. 어린

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명당 한 명꼴로

체포된 셈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감시·체포하

기 위해 활동하는 비밀경찰(보안공작원)의 수는

1만 7,348명이었다(하기와라 료 지음·최태순

옮김, 『한국전쟁』, (주)한국논단, 1995, 109쪽).

소련군정은 38선 이북을 점령하여 공산정부

수립을추진했다. 그런데북한지역은기독교세

와조만식을중심으로한민족주의세력이만만

치 않아 저항에 부딪치자 소련군정은 공산화에

반대하는 세력을‘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몰아

인종청소를자행했다. 그결과 100만명이넘는

사람들이정든고향을등지고월남했다. 이는북

한전체인구의10%에해당하는수치였다. 

한편에선공산화에반대하는자들을시베리아

로끌고가강제노역을시켰고, 사회에서격리시

키기위해 1947년특별노무자수용소를함경북

도(궁심·학포·하면·고건원·아오지·오봉),

평안남북도(고방·덕천·성흥·신창 등), 황해

도 등 17개소에 설치했다. 이것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모태다(하기와라 료(萩原遼) 지음·최

태순옮김, 앞의책, 123쪽).

북한에서식량·기계마구실어가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혈투를

벌이는과정에서2,000만명이상의사상자와막

대한물적피해를입었다. 때문에소련은점령지

작전의경우무기와탄약을제외하고는모두현지

에서조달했다(이연식, 『조선을떠나며-1945년패

전을 맞은 일본인들의 최후』, 역사비평사, 2013,

115쪽). 소련은황폐한자국의산업과경제재건을

위해만주에일본이건설해놓은공장의기계들을

대량으로자국으로실어가는바람에만주는대폭

격을당한도쿄(東京) 이상으로폐허화되었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1945년 북한에서 생

북한의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소련공산당이지어주었고, 

헌법도스탈린이만들어주었다.  

소련에의한, 소련을위한괴뢰정부의수립. 

이것이‘해방군’을자처한소련군이북한에서자행한일들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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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다량의 양곡과 수풍발전소의 독일제 발전

기5대, 흥남비료공장의일부시설, 대유동광산

의금석, 철산광산의모나즈광석등을대거실

어갔다(이지수,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한반

도 정책」, 이인호·김영호·강규형 편, 『대한민

국건국의재인식』기파랑, 2009, 63~64쪽). 

소련군정정치사령관스티코프의일기에도경

원의알루미늄공장에서변압기 1대와 100톤용

량의 기중기 1대, 흥남에서 변압기 1대 반출

(1946년9월8일), 북한에서미화330만달러상

당의 물품과 미화 158만 달러 상당의 신제품을

반출하고아무것도제공하지않은사실(1946년

9월9일)을기록하고있다. 

소련점령군은북한에서쌀20만톤을공출해갔

는데, 이것은당시조선의연간쌀생산량의4분의

1에달하는막대한양이었다. 하기와라료(萩原遼)

는소련군이실어간쌀20만톤은소련국민을먹이

기 위해서였다고 폭로했다. 이 방대한 쌀 반출이

1946년북한전역에극심한기근을초래했다. 소련

군은해방의은인이아니라약탈자였던것이다(하

기와라료지음·최태순옮김, 앞의책, 57~58쪽). 

‘해방군’을 자처한 소련군은 병력이 모자라

자 하바로프스크, 민스크, 모스크바 형무소에

수감되어있던잡범들에게군복을입혀북한에

보냈다(박병엽구술, 유영구·정창현엮음,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선인출판사,

2014, 31쪽). 이들 죄수부대는 군기가 대단히

문란하여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약탈·강간·

강도·폭행사건을야기했다.

군표발행하여경제적약탈자행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붉은 지폐’라 불린

군표(軍票)를발행하여필요한물자를닥치는대

로사들였다. 붉은지폐는조선은행권과같이통

용되었는데, 그발행고가무려 100억원이나되

었다(한재덕, 『김일성을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155∼157쪽).

막대한소련군군표로인해심각한인플레가발

생하자1947년12월소련군정은북한지역에서화

폐개혁을실시했다. 시중에통용되던조선은행권

과붉은지폐가새로발행된북조선중앙은행권과

1 대1 비율로교환되었다. 문제는교환한도가1인

당700원이었다는점이다. 당시북한에서일반봉

급생활자의월급이평균 1,500원 정도였다. 그러

니까한사람의봉급생활자월급의절반정도만새

화폐로교환해주고, 나머지재산은쓰레기로만들

어버렸다. 그들은붉은군표라는희대의위조지폐

를이용하여북한을조직적으로수탈한것이다.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소

련공산당이 지어주었고, 헌법도 스탈린이 만들

어주었다. 초대내각의수상과부수상, 장차관은

물론, 남한의국회에해당하는최고인민회의대

의원도 모두 소련공산당이 정해주었다. 소련의,

소련에 의한, 소련을 위한 괴뢰정부의 수립. 이

것이‘해방군’을 자처한 소련군이 북한에서 자

행한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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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지난7월 1일로창당100주년을맞

았다.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23일 밤 상하이(上

海)시프랑스조계왕즈(望志)로 106호에서제1차전

국대표대회(당대회)를개최했다. 왕즈로 106호는현

재의 싱예(興業)로 76호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

관이있는건물에서직선거리로 500미터, 걸어서 5

분거리에있는곳이다.

회의 참석자는 모두 11명. 상하이 대표 리한쥔(쐥

漢俊)과 리다(쐥達), 베이징(北京) 대표 장궈타오(張

國燾)와 류런징(쐌仁靜), 창사(長沙) 대표 마오쩌둥

(毛澤東)과 허수헝(何叔衡). 우한(武漢) 대표 둥비우

(董必武)와 천탄추(陳潭秋), 지난(齊南) 대표 왕진메

이(王盡美)와덩인밍(鄧恩銘), 일본유학생대표저우

포하이(周佛海)였다. 이 회의에서 궐석으로 당서기

중국공산당100주년, 시진핑의꿈과역풍

시사이슈

朴勝俊

최종현학술원자문위원

아주경제신문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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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출된천두슈(陳獨秀)와마르크스주의이론

가리다자오(쐥大釗)는참석하지않았다. 

회의에는 공산주의 제3인터내셔널이 파견한

네델란드 공산주의자 마린(馬쐹·Marie

Sneevliet)과러시아인니콜스키( ·

Nikolsky)가 참석했다. 마린은“중국공산당의

창당은공산주의제3인터내셔널에동방의지부

를 추가하는 것이며, 소련 볼쉐비키에 또 하나

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고

중국공산당은 대외에 밝히고 있다. 니콜스키는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의 동아시아 활동상황을

소개하면서“중국공산당의 상황을 동아시아국

에그때그때보고하라”고지시했다.

회의는 7월 24일까지이틀간개최된뒤25∼

26일은휴회하고, 27∼29일사흘간개최됐으나

30일밤프랑스조계경찰이현장을급습하는바

람에 뿔뿔이 흩어져서 기차 편으로 자싱(嘉興)

현에있는남호(南湖)로 가서유람선을빌려마

작판을펴놓고유람객으로가장한채회의를계

속해서 7월31일 밤에서 8월1일 사이의 새벽에

천두슈를서기로, 장궈타오를조직부주임으로,

리다를선전부주임으로선출하고폐막했다. 

첫번째 100년의분투목표실현

제1차당대회개최당시중국공산당당원숫

자는“50여명”이었다고 중국공산당은 밝히고

있다. 중국공산당당원숫자는 1949년 10월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당시에는 448만 명,

1980년덩샤오핑(鄧小平)이개혁개방정책을시

작할당시에 3,800만명, 창당에서 100년이흐

른현재중국공산당당원숫자는9,514만8,000

명이라고 발표됐다. 창당에서 마오쩌둥의 시대

를거쳐덩샤오핑의시대를지나현재의시진핑

(習近平) 당 총서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당원

숫자는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중국공산당 창당대회는 1921년 7월23일부터

일주일 남짓 개최됐지만 중국공산당은 마오쩌

둥이1938년5월에발표한‘지구전에대해논함

(論持久戰)’이라는글에서“금년 7월1일이창당

17주년기념일”이라고쓴이후7월1일을창당기

념일로삼아왔다. 중국공산당은지난7월1일각

계대표7만명이베이징중심부의천안문광장

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종횡으로 줄을 맞

추어의자에 앉은가운데 오전 8시부터기념식

을진행했다. 

중국 안팎에서‘인민복’으로 통하는 중산복

(中山服) 차림의 시진핑 당총서기는 광장 중심

부의 천안문 누대 위에서“우리는 첫 번째 100

년의분투목표를실현해서중화대지위에전면

적인 샤오캉(少康)사회를 건설했으며, 절대 빈

곤의문제를역사적으로해결했다”고선언했다.

시진핑은이어“우리는전면적인사회주의현대

화강국건설이라는두번째의100년분투목표

를 향해 의기(意氣)있게 출발했다”고 선포하고,

“이는곧중화민족의위대한영광이며, 중국인

민들의 위대한 영광인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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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영광이다”라고강조했다. 시진핑은“중화민

족은 세계에서 위대한 민족이며, 5,000년의 기

나긴문명의역사를보유하고있고, 인류문명에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공헌을 해왔으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반(半)식민지 봉건사회 상태에서

국가와인민과문명이능욕을당하고전대미문의

겁난을당했으나, 거기에서출발해서중화민족의

위대한부흥을실현하는것이중화인민과중화민

족의위대한꿈”이라고강조했다. 

사상해방과사회주의현대화

시진핑은이연설에서1949년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후 1976년마오쩌둥이사망할때까

지의 시기에 대해서는“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성취를이룬시기”라고규정하고, 1978년

빠른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된 이후 시기에 관해서

는“사상해방과사회주의현대화건

설의위대한성취를이룬시기”라고

규정했다. 시진핑은이어현재갈등

관계에있는미국을의식해서“중국

인민들은 정의를 숭상하고, 강폭(强

暴)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민들이며,

강렬한 민족 자존감과 믿음을 가진

민족으로, 다른국가와민족을속이

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만든 일이

과거에도없고현재에도없으며, 미

래에도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 시진핑은그렇

게말한뒤에“중국인민들은외래세력이속이거

나 압박을가하고 노예로만들려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않을것이며, 누구라도이런망상을실

현하려는순간 14억인민들이피와살로만든강

철의장성(長城)에부딪혀서머리가깨져피를흘

리게될것(頭破血쐎)”이라고말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대와 1978년 12

월 제11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1기 3중전

회) 이후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과

빠른경제발전에따른사회주의시장경제시대

로둘로나누어볼수있다. 

중국의GDP 규모는 1980년덩샤오핑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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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이 시작될 당시 세계 11위에서 출발해서,

1990년세계 10위, 2000년세계6위, 2008년에

독일을 제치고 세계3위, 2010년에는 일본을 제

치고 세계 2위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2005년세계115위에서2010년95위로,

2017년에는71위에머물러있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GDP 규모는 2020년

세계은행통계로중국이전세계 GDP의 17.4%,

미국이24.7% 정도로, 시진핑이말하는‘중국의

꿈(中國夢)’은1810년대청나라가차지하고있던

추정32%를회복하는것으로진단되고있다. 

시진핑주석3연임도전

시진핑이2012년 11월제18차당대회에서당

총서기로 선출된 직후 제시한‘중국의 꿈’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America First'를 제시한 미국 정책과의 갈등

을겪으면서그앞날이불투명해지고있다. 특히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0개국

(D10)과 중국의대립을선명히한후중국정치

와경제의앞날이더욱불투명해지고있다. 

1949년중화인민공화국건국이후 1976년사

망할 때까지 27년간 통치한 마오쩌둥의 국가전

략은‘초영간미( )’로, 19세기의세계최

강영국과20세기의최강미국과싸워넘어서겠

다는 것이었으나 중국을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

시켰다. 1978년부터 실권을 장악한 덩샤오핑은

국가전략을‘화평발전(和平發展·Peaceful

Development)’으로 전환하고 병력을 감축하는

등으로 빠른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

해서미국과경쟁하는G2의위치를확보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2012년 당 총서기에, 2013년

국가주석에취임한시진핑은미국, 유럽과대립

하고러시아와손을잡는마오쩌둥시대의국가

전략으로회귀하면서2018년3월개최된전국인

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를 규정

한 헌법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장기 집권을 시도

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역

풍을맞고있다.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당 총서기에

선출되어두번의 5년임기의종료를앞두고있

는시진핑의정치적운명은내년가을에개최될

예정인제20차당대회에서덩샤오핑이정한관

례를깨고세번째의당총서기로선출되느냐의

여부에달려있다. 시진핑은현재반부패투쟁을

명분으로한공안정국조성으로정치적반대자

를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전직 당 기

관지인민일보사장인정치국원왕천(王晨)을앞

세운미디어장악으로관영중앙TV를비롯한신

문 방송과 온오프라인 미디어에 마오쩌둥 시대

의붉은이데올로기일색의분위기조성으로마

오쩌둥이 27년간 당과 정부를 통치하던 시대의

재현을추구하고있다. 시진핑의앞날을막아선

바이든대통령과의갈등의귀결을내년20차당

대회까지는보게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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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고싶은이야기

南載熙

10·11·12·13대의원

前노동부장관

언론인

70

1970년대초내가조선일보논설위원으로있을때5·16 군사쿠데타때사

형언도를 받고 8년여를 복역한 송지영씨가 조선일보로 복귀, 논설위원실로

왔다. 그는 4·19 학생혁명당시조선일보의편집국장으로있다가일본과의

광고사업을하려고했으나일본에있던이영근씨와의두터운친분때문에이

씨가뒤를밀어준「민족일보」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잘못알려져군사

정권에의해민족일보의조용수사장과함께사형이언도되었던것이다. 그러

나마침그가‘펜클럽’회원이었기에국제펜클럽의맹렬한항의와국내문인

들의진정등으로사형에서무기로그리고다시점차감형이된것이다. 사형

된조용수사장도그후대법원의재심에서무죄판결이났으나일단사형된

사람을어떻게하겠는가.

송지영씨는한때「태양신문」이라는작은신문을이영근씨와함께발행했었

다. 그태양신문의판권을장기영씨가인수하여새로이발족시킨신문이한국일

보다. 이영근씨의친형은제헌의원인이만근씨인데이만근의원은조병옥박사

계로알려졌었다. 이영근씨는해방후여운형씨의건국준비위원회산하치안대

에서중요한역할을하다가여씨가암살되자조봉암국회부의장의비서가되었

다. 그리고그의지시로신당조직에착수했는데자유당정권측에서는그것을

공산당계열의조직으로몰아그는오랫동안재판을받았었다. 병보석으로병

원에주거가제한되어있던1958년, 이영근씨는진보당계가일망타진될것이라

는정보를입수하고조봉암씨에게인편으로연락하는한편자신은일본으로밀

항했다. 일본에서조청련계나거류민단측이아닌중립계로활동하던그는언론

출판활동에손을대마침내는일본어판일간「통일일보」를발행하기에이른다.

그러는과정에서그는국내에서조용수씨가4·19 후창간한민족일보를적극

55··1166 사사형형수수에에서서국국회회의의원원으으로로

수호지의송강같았던雨人송지영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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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게된것이다. 이영근씨는사후에한국정부로

부터국민훈장무궁화장을추서받았다.

송지영씨는조선일보논설위원으로사설은안쓰

고칼럼을가끔쓰면서「청풍」이라는중국의환상적

인소설과같은연재물을조선일보에쓰기도했다.

나는 우연히 송지영씨와 일본여행을 동시에 하게

되었을때그로부터이영근씨를소개받고이씨로부

터해방후정국에관한많은경험담을들었으며정

치적교훈을얻을수있었다. 송지영씨에게박정희

정권 말기에 의외의 관운이 생겨 그는 문예진흥원

장에 임명된다. 평안도의 정감록을 믿는 부자들이

난시의 피난처를 논의하던 끝에 경북의 풍기가 적

합할것이라고합의하고집단이주했었는데그가운

데는송씨집안말고도나중에육군대장을거쳐청

와대비서실장이된김계원씨집안도포함되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그 김계원씨가 송지영씨를 문예

진흥원장에추천한지도모를일이다.

5·16을일으킨박정희대통령은그의친일경력

때문에독립운동가들을별로기용하지않은것같

았다. 그러나다시쿠데타를하여집권한신군부는

해방후세대들이기때문에독립운동가들을얼마간

중용했었다. 우선 그들이 창당한 민정당의 주비위

원회위원장에상징적으로독립운동가로유명한유

석현선생을내세운데서도알수있다. 그리고적

지 않은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이 등용됐었다.

송지영씨는젊은시절고향에서서울로올라와동

아일보에서잠깐일하다가중국으로건너가남경에

서대학공부를하였다. 그후독립운동가들의연락

을담당하여일본관헌에체포되어일본의나가사

키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

키에 원폭이 투하되었으나 형무소는 시내에서 20

킬로쯤떨어져있어그는무사하였다.

송지영씨는우선국가보위입법회의의원이되고그

문공분과위원회의위원장이된다. 그리고이어서11대

국회의비례대표국회의원이되기까지했다.사형수에

서국회의원이되는대단한명예회복이며지위의상

승이다. 국회의원을그만두고서그는다시KBS 이사

장이라는명예로운자리에임명되기까지하였다.

조선일보논설위원실에서송선생과함께지나면

서나는그의아낌을듬뿍받았었다. 한학에도깊은

이해가있고중국에오래있었던그는문화재감식

안도뛰어나많은문화재의감식과거래를의뢰받

기도했었다. 그래서주머니사정도넉넉하여자주

나를양주살롱으로데리고다녔고가끔은프랑스

파리에서활동하던동양화가이응로씨를만나기위

해프랑스여행을하기도하였다. 그는인기스타윤

정희씨와유명피아니스트백건우씨를중매한것으

로도알려졌었는데아마파리여행과정에서이루어

진것이아닌가추측해보기도한다.

중국의무협소설『수호지』의매우인격적으로훌

륭한 두령은 급시우(及時雨) 송강(宋江)이다. 송지

영 선생의 아호는 같은 비우(雨)자를 쓰는 우인(雨

人)이다. 나는우인송지영과급시우송강이얼마간

유사한데가있다고좀지나친상상을해본다. 혹

시라도우인송지영이급시우송강을롤모델로삼

았을지도모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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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난시영군이어머니손에이끌려나의진찰실을들어

선것은불볕이내려쪼이던 1977년8월6일의일이었다.

그들의얘기를대충들어보면, 3년전부터시영군의왼쪽목에

는밤톨만한혹이하나자리잡더니, 그대로내버려두자어느덧

그것은참외만큼커져버려, 조그만소년의몸으론지탱키어려울

정도로목이비뚤어지고빈혈과식은땀이날로심해가더라는것

이다.

게다가일이안되려니까, 아버지는오래전부터중병으로몸져

누워버렸고, 양봉장에품팔이나가는누이에게여섯식구가매달

려입에풀칠을하는형편이었다. 당시만하여도의료보호제도가

없었던만큼영세민으로등록안된가난한사람이중병에걸리면

병원문턱도채못가보고그대로죽는다는말이한창떠돌고있

을때였다. 모자는그야말로‘죽기아니면까무라치기’의심정으

로사회각처에호소도해보았지만그때마다예외없이거절을당

하기만했다. 

토담집에세들어사는형편으로 40여만원의수술비란너무나

도엄청난것이었다. 절망의하루하루를지나던중, 어느날그들

모자는 어느 낯모르는 가족계획 지도원의 안내로 나의 진찰실로

들어서게된것이다.

가난이찌든모습의두모자가겁먹은얼굴로으레거절당할줄

알고진찰실입구에서서성대고있었다. 그들은그동안의증세와경

위를설명하고선고를기다리는죄수같이말없이고개를떨구고있

었다.

순간나는이어린소년을외면해버릴수없다고생각하였다.

그것은나의가슴밑바닥에자리잡고있던소년시절에대한막연

하고애틋한그리움이랄까, 그런심정의발로가아니었던가싶다.

나의결심은곧내가사는지역의사회에알려졌다. 강남구의사

회(현강동구의사회)로부터수술시수혈과전신마취를지원해주

소소

야야

곡곡

朴聖泰

헌정회원로위원

12대의원

외과전문의

대한의사협회고문

대경요양병원장

한국수필가협회이사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72   MAC-4       



2021. 8 73

겠다는보장을받았다. 또같은동네에서개업

하고 있던 흉부외과 전문의인 馬重成 원장도

같이수술에참여하겠다고선뜻나섰다.

나의집도하에수술팀은네시간동안땀을

뻘뻘 흘리며 오랫동안 소년을 괴롭혀왔던 바

로그‘魔의혹’에다메스를대고하나하나잘

라갔다. 마치 그것은 영양만 빼앗아 가는 속

썩은호박덩어리를줄기로부터잘라버리는듯

한기분이었다고나할까?

전신마취에서 깨어난 시영 군은 아파서 울

다가도, 그렇게큰혹이없어져버린게실감이

안 되는지, 몇 번씩 목을 쓰다듬어 보고 울음

을그치곤하였다.

며칠후시영군을방문한어느일간지기자

가물었다.

“시영아! 기분이어떠냐? 지금.”

“이제‘혹쟁이’라고놀림도안받고요…무

엇보다학교에가게된게제일좋아요.”

큰눈을껌벅이며그는좋아어쩔줄을몰랐

다. 이 혹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

절당하였던것이다. 

수술후에상처는잘아물어갔다. 나는떼어

낸혹을유리표본병에다넣어두고일부는암세

포검사를위하여서울대병원으로보냈다.

그런데어인일인가! 수술십여일만에나한

테 도착한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임파종(쫡性

쐺巴腫)이었다. 갑자기맥이풀렸다. 그러나다

음순간나는어떻게해서라도항암(抗癌) 치료

를계속하기로결심하였다. 

한달간 암약과 주사약을 구하여 투약하였

다. 그뒤나는X선치료를위하여원자력병원

으로 시영 군을 데리고 갔다. 쐥章圭 박사의

시원스런 승낙을 얻어냄으로써 시영 군은 수

술, 약물, X선 등 암치료에 대한 현대의학의

세가지손길을모두받을수있었다.

수개월후, 시영군은눈에띄게밥도잘먹고

혈색도불그레하게되찾기시작했다. 나는어느

날 비에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진찰실 앞에서

서성대고있는시영군과어머니를발견하였다.

소년의얼굴은밝은웃음으로가득차있었다.

아마 여태껏 그때처럼 의사가 된 보람을 느낀

적도없었으리라.

그들은 조그만 항아리 같은 것을 신문지에

싸들고는 얼굴을 붉힌 채 더듬거리는 말투로

“……선생님! 참 감사했어요! 보답도 못하고

부끄러워요… 이거 꿀인데요, 수술하시고 난

뒤에꼭드세요…감사해요!”

그순간눈에무엇인가반짝하였다. 소매끝

으로눈근처를훔치며걸어나가는그들모자

를나는언제까지나얼어붙은듯바라보고서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어느 날 나는 K군

쪽으로왕진을간일이있었다. 돌아오는길에

어느국민학교운동장옆에서시영군을우연

히 만났다. 마침 가을 운동회가 한창이었다.

울긋불긋 옷차림을 한 여학생들이 푸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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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노래에맞춰율동하는모습은참으로

아름다웠다. 시영군은강냉이튀김을손에쥐

고달음박질연습을하고있었다. 아마새해엔

학교에갈수있다는꿈에부풀어있었으리라.

나는 문득 30년을 거슬러 진주 배영국민학

교시절이생각났다. 운동회날어머니의뜨거

운 시선을 의식하며 달리다가 그만 넘어지는

바람에꼴찌를하고만기억이났다.

석달이지나두어번의찬비에겨울이성큼

다가선어느날이었다. 시영군의어머니가찾

아왔다. 한번만시영군을보아달라는것이었

다. 나는부랴부랴왕진가방을챙겼다. 초겨울

의거리는을씨년스럽기만했다. 고엽(枯葉)들

이물에젖고밟힌채여기저기뒹굴고있었다.

시영군의집은한강동남쪽지류를옆에낀

어느언덕밑에위치하고있었다. 예의토담집

을들어서니, 방가운데에는시영군의아버지

인듯한노인이그림처럼누워있었고, 그옆에

역시시영군이핼쑥한얼굴로누워있었다. 내

가눈에띄자시영군의눈은반짝빛났다. 그

는분명삶을열망하고있었다. 나는청진기를

그의가슴에대었다.

“쿵따아악, 쿵따아악.”심장은 괴로운 듯 무

겁게 움직이고 있었다. 두 개의 Y자를 연결한

모양의수술자리는지난날어린인생이겪은

고전(苦戰)의표적인양남아있었다. 언제생겼

는지겨드랑엔감자알크기의혹들이주렁주렁

매달려있는게눈에띄었다. 나는시영군의목

숨이얼마남지않았음을직감하였다.

시한(時限) 속의삶. 순간, 에릭시걸의영화

‘러브스토리’중 아름답고 슬픈 장면들이 나의

뇌리를스쳐지나갔다.

암의가공할파괴력! 그앞에인간은너무나

무기력하기만 하다. 암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

도시영군의혈관을, 뇌를, 심장에서기승스럽

게자라고있겠지! 시영군의이마에는차가운

땀방울들이송송맺혔다. 나는그의차디찬손

을꼬옥쥐어주었다. 그리고는내년엔병도나

아학교도가게되리라얘기하여주었다. 그러

자시영군의얼굴에밝은웃음의빛이스친것

은순간일뿐…

그는얼마안있어이윽고조용히숨을거두

었다. 창 밖에 시든 실국화꽃들 위로 휜 눈이

조용히내리고있었다. 

나는발길을돌렸다. 그때어느병영(兵營)에

서인지 밤의 적막을 뚫고 나팔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픈 절규처럼 검보라빛

하늘로아스라이사라져갔다.

이렇게하여시영군을향한나의애절한소야

곡(小夜曲)은쓸쓸히끝났다. 나는지금시영군

의혹이담긴유리병을망연히바라보고있다. 또

가만히쓰다듬어본다. 그러면그럴수록시영군

이금방살아서미소짓는얼굴로가까이다가오

는것만같다. 산다는것은과연무엇일까? 

(※이글은제18회노산(이은상)문학상수상작으

로KBS 드라마‘소망’으로방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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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회장 김일윤)에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국가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이 기획물은 2018년 조애진 육아방송 이사장이

저출산 발전을 위해 헌정회에 기부해 주신 후원금으로 제작되는 것임을 밝힙니다. 저출산 해법 모색에

관한의견이나정책적인개발에관한관심이있으신분들의많은참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저출산해법모색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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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7월11일은세계인구의날이다. 인구의중요성인식과

함께유엔(UN)에서는1987년7월11일세계인구가50억명을

넘은것을기념하며7월11일을「세계인구의날」로선포하며

1990년부터 기념하여 올해 31회째다. ‘코로나19(Covid19)가

출산에미치는영향’이올해주제다. 우리나라도2012년부터

7월11일을「인구의날」로기념하고올해10회째다.

2020년도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은세계최저로0.84, 기

록적 숫자다. 인구 대체출산율인 2.1 미만 출산율이 시작된

것은 1983년도다. 이미 4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 예전으로

따지면2세대에걸친감소다(필자학생시절한세대는20세,

2000년대부터는 25세가 되었는데 우리는 결혼연령의 급격

한증가로곧30세로조정되어야할인구사회학적상황이다).

한동안인구가자연증가할수없는국가가되어버렸다. 아

니, 역사상 세계 최고속도로 급격히 인구가 감소할 나라다.

안타깝지만현실이다. 좋은거버넌스부재의결과다. 굳이분

인구의날다시보는

대한민국저출산(上)

安明玉

17대 의원

前국립중앙의료원장

차의과학대학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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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자면때를계속지지부진놓치고있는정부

와정치의원초적잘못이다. 이제라도좋은거버

넌스, 좋은정책으로회복이절실하다.

미국에서 1980년대유학시절인구정책을공부

하는기회가있어, 인구및가족보건정책으로석·

박사학위를취득한필자가2004년17대국회등원

과함께발의한첫의안은초당적‘저출산·고령

사회대책특별위원회’를설치하여국가미래를논

의하자는의안이었다. 이어당시이미20년간지

속되었던저출산문제의심각성과대책을강구하

기위해새로운패러다임의저출산대책을지속적

으로강조하며‘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제정법을

발의하였다. 결국정부안’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과병합심사되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탄생되었는데, 보건복지부가‘저출산’이라는용어

를절대법안에안넣겠다고고집하던일이눈에

선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없던당시에야당의원

으로힘들게제정법을준비한것에더하여‘저출

산’용어를법안에넣기위해그야말로혼신의힘

으로사투하였던일이기억에생생하다.

헌정회에서도2017년도부터여성위원회(위원

장문희) 주최로‘새로운저출산대책패러다임’

제목 하에 수차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

고, 필자 의견도 월간 <憲政>지 2018년 8월호

80∼83쪽에 간략히 게재된 바 있다. 방대하고

복잡한사회·경제·정치·문화현상의소산인

저출산상황의원인과대책을짧은지면에담을

수는없으나오늘은조금전환된발상의관점으

로 저출산 대책의 기본적 총론을 논하고자 한

다. 다음호에서각론적의견을피력할것이다. 

세계인구와한국인구현황

전기한바, 매년7월 11일은‘세계인구의날’

이다. 월도미터기록에의하면2021년 7월 11일

0시(그리니치 시간 기준) 세계 인구는 78억

7,853만명이다. 가장 최근 국제통계인 유엔인

구기금(2019) 통계를 인용하자면, 세계 인구는

1804년10억을넘기며1927년20억, 1960년30

억2천만명, 1974년 40억, 1987년 50억명에 이

르렀고, 1999년 60억명에서 2011년 70억명에

도달했다. UN 통계에의하면 2021년 공식인구

는78억5천만명이고앞으로2030년에는85억,

2050년에는 97억명, 2100년에는 109억명으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5년 주기로 장래인구추

계를 발표하는 통계청의 2019년도 인구추계(초

저출산으로 2019년 특별추계 발표)에 의하면

2028년(5,194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예

측되고, 2030년 5,193만명, 2050년 4,774만명,

2067년3,929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한다.

2021년 현시점에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세계

232개국중인구수로28위, 북한(54위)인구와합산

하면세계20위다. 면적으로102위다. 인구밀도는

방글라데시, 팔레스타인, 대만에이어4위에속한

다. OECD국가중인구밀도가압도적으로가장높

다. 인구가적다고할수있을까? 물론적정인구를

계속유지하는일은국력에매우중요하다.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77   MAC-4       



78

대한민국 인구는 2021년 5,182만명(+북한인

구:2,578만명과 전 세계 디아스포라 700만여

명). 기록에의하면조선중기한반도인구1,000

만명, 후기 1300만명, 1944년해방직전일제의

전국호구조사시인구는 2,590만명, 합계출산율

6.78로다산다사(多産多死, 많이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는) 사회였다. 1950년한국전이발발한해

가합계출산율 5.05, 전후대한민국에는 1955년

90만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나며 합계출산율

6.33을 기록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하였다.

가족계획을대대적으로장려하던1960년대우리

나라인구는전쟁을거치며여전히2,500만명이

었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6.0을 계속 넘으며 한

해100만명이상아이들이태어났다. 가족계획정

책영향으로서서히줄기시작하여베이비붐세

대가 부모가 되면서 1970년대 후반에야 합계출

산율이3 이하로내려갔다. 2020년출생아수는

27만2,400명, 합계출산율0.84다.

1960년대초반시작되어60년대, 70년대에이

루어진 가족계획은그 당시우리나라에꼭 필요

한 정책이었고 관계자들 열정으로 잘 진행되었

다. 이어1983년도대체출산율2.1 이하전환되며

면밀한관찰의시기를보내며적절한정책전환이

되면좋았을것이다. 1989년 귀국하며보건사회

부와관계기관에인구정책문제를제기했으나경

청은없었다. 발상의전환은어렵기만했다. 

2001년부터20년간지속되어온초저출산(합계

출산율1.3 이하)은대한민국사회, 정치, 경제, 문

화전영역에걸쳐집약된문제가표출된위기현

상이다. 저출산은 2세대가량(초저출산은한세대

가량) 시간이흘렀다. 이미2세대에걸쳐가임연령

여성(15∼49세)의수가대단한속도로줄어(2002

년을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 매년출생아수는

줄어갈것이다. 급격한반등은결코이룰수없다. 

물론저출산현상의심화와급격한고령화에체

계적으로대응하기위한법적기반이2004년 17대

국회중심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발의와제정으

로탄력을받으며법률에근거하여2005년‘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5∼2010)’을 수립하

고2006년부터관계부처및지방자치단체를비롯

하여민관모두체계적으로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을추진하게되었으나지금까지도위기감을행정

부가인지한증거는미미하다. 처음입법때포함되

었던범행정부처참여에서, 관여부처는점점더줄

었다. 모든영역에저출산영향은심각한데안타깝

다. 올해부터는제4차5개년기본계획에의거한정

책이시작되었다. 4차에는진정한진화와큰전환

이있기를바랬으나아니어서또안타깝다.   

저출산대책의두가지방향

저출산대책에는크게①저출산억제, 즉출산장

려로인구의양을늘이는수적강대국지향대책과

②필연적저출산의상황, 인구감소에효율적으로

적응하며인구의질과국민의행복증진을위한소

강국 대책이다. 동시에 지혜롭게 지향해야 한다.

거시적, 중시적, 미시적으로치밀하게목표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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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만들고시행해야한다. 저출산대책은한마디로

인구의양을늘이며인구의질을더욱더향상하는

일이다. 일찍이“인구의양보다인구의질이중요

하다”고플라톤(BC 427∼347)은강조했다. 

인구의 자질 증진은 일생 건강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행복한 개인과 사회를 지향하

는의미다. 삶이‘꿈의시작(dream start)’이되

고태어난아기가최대능력발휘를하며행복해

야한다. 그러나현재는? 예로희귀난치성질병을

포함, 장애아의질적돌봄은아직도요원하고여

전히 해외 입양되는 아기들과 부모에게 버림받

아전국230여개시설에서자라는아기들만2만

여명이다. 우리모두의아이들로함께잘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 양극화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

고, 많은 청년들이 꿈과 미래를 암담히 여긴다.

당장불안정한생활에안정된직장가지기도어

렵고결혼과2세출산은꿈꾸기도벅차다. 

2021년도 발표된 OECD 행복지수(2018∼

2020)는 우리나라가 37개국중 35위다. 아래로

그리스와터키가있을뿐이다. 1위는핀란드(551

만명), 2위 덴마크(584만명), 스위스(867만명),

아이슬란드(37만명), 네덜란드(1,759만명) 순위

다. 물론인구수가많은행복한강대국이되어야

겠으나 인구수가 적어지는 상황이어도 우리는

국민이 행복한 소강국, 인구의 질이 가장 높은

행복한선진국이될수있다. 인구의양(수)과질

을모두높여야한다. 

2004년‘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발의공청회에

서필자가지적하고지속적으로주장한바대로저

출산현상은참으로긴요한국가적현안이며단연

코총체적사회문제의표출현상이자개인, 사회적

가치등철학, 가치, 선택문제다. 급격한저출산으

로미래에닥칠암울한파장은확실하다. 정치와정

책이나침반역할을해야하는데, 아쉬움이많다.

국가최고지도자의미래지향적정치의지는필수고

정책결정자들의열정과치열한노력이동반해일

사불란움직인다면과거한국적압축성장을이루

었듯저출산도압축해결이가능하리라믿는다. 

인구변화기본요소인출생과사망, 이동은늘유

념대상이다. 인구정책에필수개념이다. 급속도저

출산은급속도고령화에막대한영향을끼친다. 사

회·경제·정치·문화현상을근본적으로흔들게

된다. 인구정책은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포함한

모든영역의사회정책을망라해야한다. 더하여입

체적가족정책이다. 각분야정책은당연히거시적,

중시적, 미시적정교한정책이설계되고시행되어

야한다. 또한저출산대책의중심시각을여성의

눈으로봐야한다. 주요미래동력, 인적자원으로서

의여성은철학과가치의문제를떠나시급하며절

박하다. 필자는 양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

본이라믿고있는데, 가부장적우리사회를보면숨

막힌다. 아직원시민주사회다. 우리사회의저출산

대책의가장시급하고원천대책은진정한의미의

성평등사회를만드는일이다. 통일, 국제적인구이

동, 다문화사회등도생각할때다. 구체적증거와

대책들은다음호에서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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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교육학과교수

미래교육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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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는가장심각한사회적이슈

중의하나라고할수있다. 인구변동요인에서가장큰

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은출생아수의감소로서현재

까지진행된인구변동은급속한출생아수감소에기인

된바가크다. 1981년 86만 7천명수준을보인출생아

수는 2000년에 64만명으로약 4분의 1이감소하였으

며, 2005년에는43만8천명으로1981년수준의절반으

로 하락하였다. 2000년대 지속적으로 유지하던 40만

명대의출생아수는2017년에와서35만7천명으로하

락되었으며, 2020년출생아수는 272,400명으로전년

보다30,300명이줄어10% 감소했다. 

기획 저출산해법모색

저출산시대미래교육의혁신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80   MAC-4       



인구자연감소의시작

2020년출생아수는통계가작성된1970년이

후가장적은상황이며2021년에는더욱줄어들

것으로예상된다. 2019년부터사망자수가출생

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

다. 정부는이에대비하여2006년부터저출산고

령사회기본계획을발표하고대응책을마련하고

있다.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예산은

무려 108조에이르는수준으로막대한정부예산

이 지출되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2021년에 시작되는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

계획에서도 교육적 대응을 다루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다. 학생수감소에따라생산가능인구도줄어들

것으로예상되어학생한명한명이더욱소중한

의미를갖고있다. 학생개개인의역량을충분히

발휘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별화하고맞춤형

교육과정을제공하는학교의질적혁신이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출산율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

는아직지켜봐야하겠지만긍정적인영향을미

칠것으로예상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 저출산

은학령인구의급격한감소로이어지고유아, 초

등, 중등, 고등교육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미칠

것으로예상된다. 올해교육분야에서가장중요

한이슈로다루어지고있는것이학령인구감소

로인해대학들이신입생충원에어려움을겪고

있는문제이다. 

학령인구감소와학교운영위기

저출산으로인해학령인구가줄어드는것은교

육을운영하는주체의입장에서는위기의상황이

라고할수있다. 특히사립학교의운영자입장에

서학생수의급감은학교운영의어려움을초래

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학교가운영되기때문에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유치원이나 대학의

경우에는운영상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하지만 학생수의 감소가 교육의 질 관점에서는

상당한기회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학생수감

소에따라학교수, 교실수, 교원수를줄이겠다는

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는다면학교당학

생수, 학급당학생수, 교원1인당학생수등의지

표는확실하게개선될수있기때문이다. 대도시

지역에는여전히과밀학급의문제가발생하고있

지만이를개선하기위한투자가부족한문제는

해결의가능성을찾을수있을것이다. 

저출산의시대를맞이하여교육의질을높이기

위한보다적극적인방법은교육의내용과방법

을혁신적으로바꾸는것이다. 디지털전환의시

대를 맞이하여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인 공장형

학교를미래사회에맞는혁신적교육시스템으

로전환하는것이다. 대량생산형학교의가장큰

문제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전달형교육으로제한되고있다는것이다.

학교가개별학생의교육적성장에도움을주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우수 학생 선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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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받기위해서사교육에의존하는경향이

높아지게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교육혁신위한5가지접근법

우선미래교육의방향을새로설정하는것이

필요하다. 2020년세계경제포럼은4차산업혁

명 시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정의하는

미래교육비전을발표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교육혁신을주도하기위한다섯가지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의 과정에서 재미있는

접근법(Playful)이 필요하다.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적극적사고, 사회적교류를통해의

미있는학습을할수있도록즐거운경험을제

공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경험적인접근법

(Experiential)이다. 학습의과정에서학생들이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콘텐츠(프로젝트 기

반, 연구기반학습)를제공해아한다는것이다.

셋째, 컴퓨터를사용한접근법(Computational)

이다. 학습의과정에서학생들이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문제를활용해야하고, 컴퓨터적사고

의과정을이해하고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것

이다. 넷째, 체화된접근법(Embodied)이다. 학

습의과정에서학생은행동적경험을통해문제

를해결하는과정에서지식을체화시켜야한다

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적 접근법

(Multiliteracies)이다. 학생들이다양한언어가

사용되고공유되는과정을통해다문화를이해

하고융합해야한다는것이다. 우리나라는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을준비하고있는데이러한

접근법이적용될필요가있을것이다. 

미국의인공지능관련정책

저출산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교육의내용과관련해서혁신이필요

하다. 미국은 미래 사회를‘인공지능의 시대

(artificial intelligence era)’라고규정하고, 인

공지능영역에서미국의리더십을유지하는것

이경제및국가안보에매우중요하다고강조

하고있다. 국제사회에서의리더십을유지하기

위해다양한영역에서의인공지능관련정책을

구상하고제시하고있다. 2018년5월백악관은

인공지능시대에미국의리더십을유지할수있

도록하는AI 관련정책에대한회의를개최하

였다. AI 관련R&D를적극적으로지원, STEM

교육과AI 관련교육을통해산업의요구에맞

는인력개발, 과도한규제가AI 혁신의장애물

이되지않도록개선, AI에대한시민들의인식

개선등 AI와 관련된연방정부의노력을강조

하였다. 미국의지속적인리더십을확보하기위

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AI 특별 위원

회’를설치하는것으로결정하였다. 미국연방

정부는‘AI 집행명령’에서인공지능에서미국

의리더십유지를위한전략적목표를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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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산업, 학계, 국제파트너, 동맹국및관

련 단체와 협력하여 AI와 관련된 연구개발

(R&D)에지속적인투자를유치하여AI 및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이

다. 이러한 기술적 개발을 통해 미국의 교육을

포함한 경제, 사회 및 국가 안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미국의차세대AI 연구자와사용자를위해컴퓨

터 과학에 중점을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STEM 교육)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여

과감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 

미래교육위한혁신적노력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교육의 방법

역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교 본연의 교육적 목적을 되살

리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의 진단과 맞춤형 처

방이이루어져야한다. 우선학생의학습역량

에대한진단에따라개별화된학습목표가제

시되어야 한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개인마

다 다른데 이에 대해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있는시간과방법이제시되어야한다. 개인

별로 설정된 학습의 목표에 따라 학습 성과에

대해개인별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 평가결

과를 바탕으로 학생별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주고이에맞는학습이이루어질수있도록안

내해주어야한다. 이러한개별화된맞춤형교

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이필요하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빅데이터분석에기반한AI 튜터링시

스템이갖추어져야한다. 학교에서활용할수있

는AI 튜터링시스템은‘AI 보조교사시스템’이

라고명명할수있다. 교사는AI 보조교사시스

템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효과적으

로진행할수있다. 학생들은본인의수준과학

습속도에맞는개별화된학습을할수있다. 교

사가주도하여모든학생이원하는학습목표에

도달하는 교육은 벤자민 블룸(Benjamin S.

Bloom)이 제시했던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이론을구현하는것이다. 결과적으로

AI보조교사시스템은교사들에게불필요한행정

업무를줄여주고, 개인별맞춤형학습을설계하

고운영하는역할로전환시켜줄수있다. 

결론적으로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방법은우리아이들모두의역량을최대

한 발현시켜서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

고할수있다. 교육분야의혁신을통해저출산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이라는

목표를향해혁신적노력을기울여야한다. 우리

의아이들이우리의미래이고, 교육의혁신적변

화를통해창의적인인재를길러내는것은대한

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는

점을강조하고싶다.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83   MAC-4       



84

헷갈리는‘민주공화국’

헌법이아홉번바뀌는시련속에서도헌법의

맨첫조문제1조“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는불변이었다. 다른조문들이이리바뀌고저리

뜯어 고쳐지는 난리에도‘대한민국’네 글자는

‘독도는우리땅’만큼이나요지부동하게버티고

있다. 

박정희유신때도민주공화국이고전두환5공

때도민주공화국이었던가. 이름만민주공화국일

뿐 민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었다. 그저‘대

한민국’이라는국호아래바짝붙어서독재체제

를 굳혔던 시대였다. 헌법 파괴의 오랜 시기였

다. 이승만은정적을공산당의올가미를씌워제

거했다.  

나라의 이름은 그 자체의 역사성이나 정체

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대한민국’

이라는 우리 국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논의

를 거쳐 정해졌는지 지금부터 73년 전 헌법심

회원원고

金珍培

현대사연구가

11· 15대의원

이 글은‘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어떻게 정해지고‘민주’와‘공화국’이 어떤 논쟁 끝에 정해졌는지

우리헌법의물줄기원류를살펴본것이다.

‘대한민국’국호이렇게정해졌다

제헌의현장몇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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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는 국회 본회의의 속기록을 통해서

보자. 

1948년 7월 1일제헌국회는헌법안의제2독

회에 들어간다.  헌법기초위원장 서상일(徐相

日)은 헌법초안 제1조를 낭독했다. “유구한 역

사와 전통에 빛나는…”으로 시작되는 헌법 전

문(前文)부터 축조심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

직 국호가 정해지지 않아 국호가 나오는 총강

부문의제1조부터심의에들어갔다.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입니

다. 여기에대해서의견을말씀해주세요.”

사회를맡은신익희(申翼熙) 부의장의말이떨

어지기바쁘게앞자리에앉은이승만(쐥承晩) 국

회의장이손을번쩍들어발언을신청했다. 74

세, 제헌국회 최고령 의원이다. 선거구는 서울

동대문구. 

““지지나나간간 4400년년동동안안 우우리리는는 민민주주정정체체를를 못못해해

서서민민주주정정체체라라는는것것을을하하면면혼혼란란이이나나가가지지고고아아

무무것것도도할할수수없없으으리리라라는는것것을을우우리리를를반반대대하하

는는외외국국에에있있는는사사람람들들이이말말을을해해가가지지고고서서총총선선

거거까까지지도도지지장장이이있있었었던던것것입입니니다다.. 지지금금외외국국사사

람람중중에에서서한한인인들들은은헌헌법법을을만만들들어어가가지지고고정정부부

를를세세운운다다니니까까잘잘해해서서민민주주주주의의나나라라로로발발전전되되

게게될될것것이이다다,, 이이렇렇게게기기다다리리고고있있는는중중입입니니다다..

하하지지만만또또한한편편에에서서는는한한인인들들은은이이것것저저것것한한다다

하하더더라라도도분분열열하하고고서서로로투투쟁쟁하하니니으으레레국국회회에에

서서분분열열이이나나가가지지고고서서끄끄트트머머리리는는아아무무것것도도되되

지지못못하하리리라라 이이런런 비비평평을을 하하고고 있있는는 것것입입니니다다..

국국회회의의원원 여여러러분분이이 제제일일 먼먼저저 생생각각할할 것것은은 이이

안안에에서서누누가가말말을을잘잘하하고고누누구구의의견견이이고고명명하하

고고더더옳옳은은것것이이고고하하는는이이것것이이문문제제가가아아니니고고

다다만만우우리리가가민민중중의의대대표표이이니니만만치치토토론론이이나나혹혹

은은어어떤떤시시비비를를하하지지말말고고세세계계에에선선포포한한바바와와

마마찬찬가가지지로로 며며칠칠 안안에에 헌헌법법을을 제제정정해해가가지지고고서서

정정부부를를세세울울수수있있는는능능력력이이있있다다고고선선언언한한것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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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허허언언이이되되지지않않도도록록나나가가야야될될것것입입니니다다.. 지지금금

정정세세를를보보면면불불온온한한장장난난을을하하는는도도배배도도있있는는것것

을을알알아아야야합합니니다다..””

““국국호호가가 잘잘 되되었었다다고고 독독립립이이 잘잘 되되고고 국국명명이이

나나쁘쁘다다고고 독독립립이이 안안 될될 것것은은 아아니니고고 그그런런 것것은은

문문제제가가안안됩됩니니다다.. 그그래래서서이이국국호호문문제제가가 제제일일

시시간간이이많많이이걸걸리리기기때때문문에에11분분이이라라도도빨빨리리우우리리

헌헌법법을을 통통과과시시켜켜야야 될될것것이이니니까까 그그것것을을 잘잘아아시시

도도록록부부탁탁하하는는겁겁니니다다..””

그가아는헌법은미국헌법이었다. 합중국헌

법제1조에는나라이름이나요새말하는국체고

정체고넣지않았다. 

제헌의원들의자부심은대단했다. 이들은너

나 할 것 없이 광복된 나라의 아버지처럼 기세

가 대단했다. 이승만 박사만 대단했던 게 아니

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이들‘독불장군 같

은’헌법의 아버지들을 훈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모른다. 질문이든토론이든의사진

행이든 사회든 마이크를 잡는 법적 지위가 무

엇이든간에그는‘선생님’처럼의원들을가르

치고 타이르며 훈계했다. 헌법 전문에 대한 장

황한 그의 훈시는 그 시작이었다. 이승만은 이

화장에 있을 때부터‘박사님’또는‘선생님’으

로불렸다. 국회회의록을보면이박사를가리

켜‘의장선생’또는‘선생님’으로부르는구절

이여러번나온다.  

왜대통령제인가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유진오(兪鎭午)는

발언대에 나가 헌법의 기본정신부터 주요 조문

들을자세하게설명해나갔다. 

““우우리리들들이이 초초안안 작작성성할할 때때제제일일 염염두두에에 둔둔것것

은은어어떻떻게게 해해서서 정정부부를를 안안정정시시키키겠겠느느냐냐,, 어어떻떻게게

하하면면 행행정정권권이이 흔흔들들리리지지 않않고고 안안정정된된 기기초초 위위에에

서서서서강강력력한한정정치치를를추추진진해해나나갈갈수수있있겠겠느느냐냐,, 하하

는는것것이이최최대대관관심심사사였였습습니니다다.. 그그래래서서정정부부가가안안

정정성성이이있있고고강강력력한한정정치치를를해해나나갈갈수수있있는는것것은은

정정부부와와 국국회회를를 따따로로 떼떼어어놓놓고고 양양자자가가 간간섭섭하하지지

못못하하게게 하하는는 그그러러한한 데데서서 얻얻을을 수수있있는는 것것이이 아아

니니라라 오오히히려려 양양자자의의 관관계계를를 밀밀접접히히 해해놓놓고고 국국회회

의의다다수수한한 사사람람이이 지지지지하하는는 그그러러한한 정정부부를를 수수립립

하하는는 것것이이 정정부부의의 안안정정성성과과 정정치치의의 강강력력성성을을 도도

모모하하는는데데 있있어어서서 가가장장 좋좋다다고고 생생각각하하기기 때때문문에에

저저희희들들은은 소소위위 대대통통령령 제제도도를를 취취하하지지 아아니니하하고고

의의원원내내각각제제도도를를취취했했던던것것입입니니다다..””

““이이두두가가지지를를비비교교해해볼볼때때의의원원내내각각제제도도는는지지

금금말말씀씀드드린린바바와와같같은은장장점점이이있있는는동동시시에에한한개개

의의단단점점을을가가졌졌다다고고말말할할수수있있겠겠습습니니다다.. 그그것것은은

정정부부가가국국회회의의다다수수의의원원의의지지지지를를받받고고있있는는동동

안안에에는는 대대단단히히 좋좋지지마마는는 국국회회와와 정정부부 사사이이에에 의의

견견이이 다다르르거거나나 한한층층 더더나나아아가가서서 알알력력관관계계가가 생생

기기는는경경우우에에는는정정부부는는그그즉즉시시영영향향을을받받게게됩됩니니

다다.. 그그극극단단의의경경우우에에는는국국회회에에서서정정부부전전부부를를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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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임임하하는는그그러러한한결결의의를를할할것것같같으으면면정정부부는는총총

사사직직을을 하하거거나나 그그렇렇지지 않않으으면면 국국회회의의 불불신신임임결결

의의는는 국국민민의의 총총의의가가 아아니니라라고고 해해서서 국국회회를를 해해

산산해해서서 총총선선거거로로써써 국국민민의의 총총의의를를 묻묻는는 그그런런

불불신신임임결결의의와와 국국회회에에 대대한한 해해산산이이라라는는 중중대대한한

권권한한을을 국국회회와와 정정부부 양양자자에에게게 각각각각 주주게게 되되겠겠

습습니니다다..

결결국국 대대통통령령 제제도도에에 있있어어서서는는 정정부부와와 국국회회는는

둘둘로로 갈갈라라져져서서 각각각각 하하나나는는 입입법법권권을을 행행사사하하고고

하하나나는는 행행정정권권을을 행행사사하하게게 된된다다 하하겠겠습습니니다다.. 그그

러러므므로로 정정부부는는 그그점점에에 있있어어서서 안안정정성성이이 있있다다고고

말말할할수수있있겠겠습습니니다다.. 적적어어도도대대통통령령임임기기동동안안은은

국국회회의의 신신임임 불불신신임임 여여하하를를 불불문문하하고고 정정부부는는 그그

대대로로정정책책을을수수행행해해나나갈갈수수있있겠겠습습니니다다.. 그그러러한한

의의미미에에서서 안안정정성성과과 강강력력성성이이 있있다다고고 볼볼수수가가 있있

겠겠습습니니다다마마는는 한한편편으으로로는는 그그 장장점점은은 동동시시에에 단단

점점이이된된다다고고하하겠겠습습니니다다..

헌헌법법기기초초위위원원회회에에서서는는 저저희희들들이이 의의원원내내각각제제

로로된된먼먼저저 초초안안을을 가가지지고고 그그동동안안 여여러러 가가지지로로

검검토토하하고고상상당당히히의의견견대대립립이이있있었었습습니니다다마마는는지지

금금건건국국 초초기기에에 있있어어서서 무무엇엇보보다다도도 정정부부의의 안안정정

성성,, 정정치치의의강강력력성성을을도도모모할할필필요요가가있있다다고고해해서서

이이초초안안은은 보보시시는는 바바와와 같같은은 대대통통령령제제를를 채채택택한한

것것입입니니다다..””

그는이초안에나타난대통령제는‘순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님을 밝히면서 헌법기초위가 제

안한 말하자면‘한국식 대통령제’의 내용을 설

명했다.    

““미미국국식식대대통통령령제제에에있있어어서서는는행행정정각각장장관관은은

국국회회에에 출출석석할할 권권한한이이 없없으으며며 동동시시에에 국국회회에에 출출

석석할할의의무무도도없없습습니니다다.. 그그러러나나우우리리헌헌법법에에있있어어

서서국국무무위위원원은은 국국회회에에 출출석석해해서서 발발언언할할 수수있있고고

또또국국회회의의 요요구구가가 있있으으면면 출출석석해해서서 발발언언을을 해해야야

할할 의의무무를를 지지게게 됩됩니니다다.. 즉즉 국국회회와와 정정부부는는 미미국국

식식으으로로아아주주갈갈려려있있지지않않고고다다만만해해산산권권과과불불신신

임임권권이이 없없을을 뿐뿐으으로로 항항상상 밀밀접접한한 연연락락을을 할할 수수

있있게게되되어어있있는는것것입입니니다다..””

군주국냄새난다는큰대(大) 자

다시국호문제를보자. 맨먼저이문제를들고

나온의원은곽상훈(郭尙勳) 인천갑의원과권태

의(權泰義) 김천의원이었다. 서상일위원장은국

호를대한민국으로정하게된배경을다음과같

이설명했다. ‘대한(大韓)’이라는국호를처음쓴

것은 1895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청나라

로부터조선의독립을다짐받은청일간에맺은

마관조약(馬關條約시모노세키조약)에서처음쓴

이름인데 그 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없어졌다

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선언을 할 때

‘대한민국’을 국호로서뿐만 아니라‘연호’로도

썼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역사적 연원에 덧붙여

그는이승만국회의장이제헌국회개회식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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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서‘대한민국’을썼음을상기시켰다. 

‘대한민국’또는‘대한’이라고 하듯이‘한

(韓)’이라는글자머리위에‘큰대자’大자를붙

인데대해군주국기분이나는게아니냐는의원

들의물음에서위원장자신도이를수긍했다. 

““그그말말은은저저희희들들도도그그렇렇게게생생각각합합니니다다.. ‘‘대대’’大大

자자라라고고하하는는말말은은크크다다는는말말입입니니다다.. ‘‘대대영영제제국국’’

이이나나과과거거에에‘‘대대일일본본제제국국’’이이니니해해서서그그‘‘대대‘‘자자로로

말말할할것것같같으으면면유유전전적적그그대대명명사사라라고고해해서서관관사사

로로볼볼수수있있는는글글입입니니다다..””

공화라든가 공화국이라는 말

이정치학이나헌법학상특별한

뜻을가진말이라는데는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많은 의원들

은‘공화국’이라는 말이“여러

가지로이상스러우니만치”그런

표현을 피하려 한 것이다. 8.15

해방 직후 건준(建準)위원장 여

운형이재빠르게선포한기구이

름이‘조선인민공화국’이었다.

한반도북쪽의김일성이그들의

정부를선포하기전이지만인민

위원회 기구를 흔히‘공화국 정

권’이라고 불렀다. 공산당에 진

저리가난의원들은공산당이쓰

는 말이면 우선 고개부터 돌렸

다. 그 정치적 의미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미국독립선언에서나왔던간에.

맨처음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내놓은유진

오헌법초안의제1조에는‘조선은민주공화국이

다’로시작되고있다. ‘주권은인민에게있고모

든권력은인민으로부터나온다.’로이어진다. 국

회는제헌국회부터지금에이르기까지이‘인민’

이라는말을송두리째걷어내고‘국민’으로둔갑

시켰다. 실상 인민이라는 말은 친공이냐 반공이

냐를떠나서 미국의독립과 프랑스혁명을 통해

굳건하게 확립된 용어임을 알지 못했다. 서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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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容吉) 아산의원은국호부터반대하고나섰다.

‘대한’이라는말은‘배안의병신’이라고꼬집었

다. 패전국청국과전승국일본사이에맺은이른

바마관조약의산물이요, 그국호마저일본의한

반도강점으로죽지않았느냐는논법이었다.  ‘무

슨말라빠진’대한민국이냐는투다. 

‘대한민국’이라는국호가좋다는의원들의주

장도나왔다. 그 한사람이조국현(曺國鉉) 화순

의원이다. 그는 일본에게 침략 당했던‘대한’을

찾아서광복하자는것인만큼반드시그빼앗겼

던이름을다시찾아써야한다고주장했다. 

‘대한민국’투표 26명중 17표

팽팽하게맞선국호논쟁은“국호는천천히정

하자”는이승만의장의간곡한권고에도불구하고

기회만있으면불쑥불쑥튀어나왔다. 마침내헌법

기초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투표결과대한민국17표, 고려공화국7표,

조선공화국2표로대한민국이채택되었다. 헌법기

초위원은 30명,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26명이었

다. 대한민국은주로독촉및무소속의원들이었고

고려공화국은한민당계로보고있다. 조선공화국

을주장한사람은소장파의원들이아닐까. 

국호규정과함께국기논쟁도치열했다. 어떤

의원은태극기만보면눈물이난다며고난속에

서 감추어온 태극기를 국기로서 당당하게 헌법

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었다. 영토

조항도논란의대상이됐다. 고유의영토가있는

마당에 굳이 새삼스럽게 영토조항을 넣을 필요

가있는가라고반론을폈다. 유진오전문위원의

말을들어보자. 

“영토에관한조항은안넣을수도있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우리는연방국가가아니

고단일국가이니까안넣을수도있습니다. 그러

나이헌법에적용된범위가38선이남뿐만아니

라우리조선고유의영토전체를영토로삼아가

지고성립되는국가의형태를표시한것입니다.”

해방에서 정부수립에 이른 격심한 좌우익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우파 사람들은 이론투쟁을

즐기는 소장파 사람들에 대해“말 많으면 공산

당!”이라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국회는 마음 놓

고떠들어대는광장이었다. 여기에서아무리떠

들고유식한체하고빈정거려도그것자체를시

비하는사람은없었다. 아직국회법은커녕헌법

도만들기전국회, 면책특권이있어서가아니라

마음대로 자기주장을 폈고 상대방의 말을 빈정

대거나걸고넘어지지않았다. 

일제 강점기의 조선총독부 자리, 남조선 주둔

미군정청이있던청사, 세종로 1번지, 조촐한회

의실은 100일도안되는짧은동안에헌법을만

들고초대대통령을뽑고뚝딱뚝딱새우리법을

만들어내는용광로였다. 남쪽만이라도정부를세

우는 자부심에 불탔다. ‘10만 선량’‘애국자’면

그만이라는긍지속에밤낮을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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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Jean Francois Millet 1814∼1875)와바르비종마을 (Barbizon village des

paintee). 나는퐁텐블로성에서바르비종까지는교통이불편하여택시로바

르비종마을에도착했다.

밀레의주거겸아뜰리에로사용한집이박물관으로되어있었다. 옛날의소박한집그대

로초가삼간집이었다. 안방과건넛방정도의두칸을전시실겸사무실로쓴다. 한모퉁이에

걸상두개를마주놓고남녀노인이앉아서반갑게맞이해준다.

정문입구는옛날문그대로쪽문이라처음에는입구인줄몰랐다. 그좁은문으로방문자

두사람이문을밀고나와서나도그문을밀고들어섰다. 방안에는밀레의원본그림들이빽

빽하게걸려있고바닥벽에세워놓았다. 초기작품으로연습삼아그린그림인듯싶었다.

너무어둡게그려져답답했다.

밀레가시골에서농부들과함께농사짓는생활속에서그린그림들로보인다.

장프랑수아밀레의작품세계

회원원고

盧承禹

화가, 前 한국외대교수

산타클라라대학교미대및그랑소미에아카데미수학

파리에띠엥코상초대전등개인전 5회

14·15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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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섬세하게사실적으로그렸다. 이곳에서

걸작‘이삭줍기’‘만종’등을 그렸다고 한다.

두 작품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만들어 바닥

벽에세워놓았다.

이마을에서인상주의작가들이한때80여명

이 살았다는 증표로서 이름 있는 화가들의 얼

굴을 신문에서 오려서 총총히 붙여 놓은 액자

가3개걸려있어서당시를회상케하였다.

바르비종파의대표적화가

밀레는노르망디그레빌근교가난한농가에

서 출생하여 셰르부르에서 그림공부를 하다가

1837년 장학금으로파리에와서에콜데보자르

에서 폴 들라로슈의 제자가 되었다. 루브르박

물관에서푸생, 드랭, 사르댕등의영향을받았

고, 도미의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1839년에장학금이종결되고파리살롱에제출

했던작품은거절당했다.

1847년 그는처음으로파리살롱에서성공적

인전시회를가졌고, 다음해정부에서그의작

품‘곡식을키질하는사람’을구입했다.

1949년파리교외바르비종으로이사하여농

이삭줍기(The Gleaners, 1857, 83.82cm×111.76Cm, 캔버스에유채, 오르세미술관,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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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지으면서 대지와 농민생활을 자연풍경속

에서 그렸다. 농촌의 고단하고 열악한 일상의

삶을관찰하면서인물을단순화하여전면에배

치하여 웅대한 느낌을 주도록 했다. 19세기

후반의 전통주의로부터 모더니즘으로 전환하

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전적인 바탕 위에 사실

적인묘사로서정적인감정을호소하면서바르

비종파의대표적인화가로자리매김했다. 그의

사실주의자연주의묘사는후에크루베에게영

향을끼쳤다.

자연주의와보수주의의격렬한논쟁

이삭줍기(The Gleaners)는 추수가 끝난 들판

의 농촌여인들이들판에떨어진 이삭을줍고있

다. 이작품은1857년살롱에출품하여자연주의

진영과보수주의진영사이에결렬한찬반양론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주의적인 비평가들은‘빈곤

을관장하는세여인’이라며비난하였다. 비천한

하류인생을영웅처럼그렸다며상류층의배척을

받았다. 그러나이그림은노동을주제로농업을

산업으로 한 농촌을 배경으로 휴머니즘 세계로

만종(The Angelus, 1859, 66cm×55.5Cm, 캔버스에유채, 오르세미술관,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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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 인간의노동과땀, 그것을향한영혼과정

신의경이로움을나타낸작품으로해석한다. 

1848년혁명의실패와나폴레옹3세의집권등

현실의 환멸과, 꿈과 희망, 유토피아의 붕괴를

관찰하는 인상적인 이 시대의 이미지로 형상화

된작품으로평하기도한다.

인간의사상중에가장보편적인세상사람들

의마음을움직이는시간과공간과지역을넘어

서가장공감대를형성하는걸작이며, 이그림의

형식·구성·색채가조화를이루면서노동의신

성함으로 종교적인 이미지로 향상시켜서 이 작

품은세계적으로복제품이제일많이팔린걸작

이기도하다.

작품속여인들의얼굴은구릿빛, 몸은무겁고

투박한손질, 전면에배치한여인들의모습은통

일성을 유지하면서 앞쪽의 여인과 가운데 여인

의상의는밝게처리함으로써앞으로끌어와명

암에대비하고, 오른쪽인물이이삭으로다른여

인과의간격을이어주면서사각구도를형성하였

다. 배경을밝게열어주어여백을넓히면서인물

들은 무겁게 어두워져서 안정감과 성스러움을

더했다.

자연의웅장함과경건한신앙심

만종(The Angelus)은 하루의일과를마친농

부가성당의첨탑에서저녁종소리가울려퍼지

는가운데엄숙하게삼종기도를드리고있다.

웅장한 자연을 배경으로 하면서 3분의2를 대

지로채우는구도로인간과자연의일체성을강

조했다.

하느님께 기도 드리는 농부의 모습은 엄숙하

고순박하며경건함이가슴에와닿는다.

그들주위에는감자를캐는갈퀴와바구니, 자

루, 손수레같은농기구를그려넣었다. 멀리배

경에는첨탑이있는교회가보인다. 

밀레는‘할머니가항상저녁종이울리면일손

을멈추고삼종기도를했다’며그영향으로땅과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일깨워 주었다고

한다. 이 그림은 종교화로 평가할 만큼 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엄숙하고 경건한 신앙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당시낭만주의시와자연주의그림이유행

했던 그 시대상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도평가된다.

이그림의원본은굶어서죽은아이가관속에

서들어있었는데친구의권유로관을바구니로

고치고 감자를 그려 넣었다고 한다. 이는 그 당

시먹을것이없어아사자가나올정도의시대상

을상징적으로표현하려했던것으로보인다.

만종은 1857년에 미국의 부유한 상인 아들인

골드 애플턴이 주문한 그림인데 구입하지 않아

서 루브르에서 구입코자 했으나 미 예술연합이

구입 후 1889년 알프레스 쇼사가 구입 1910년

프랑스정부에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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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19대비례대표국회의원들이코로나로인해오랜시간모임을갖지못하던차, 6월

18∼19일세계문화유산을순례하기로하고우리나라양반문화와선비문화를고스란히간

직하고있는안동으로떠났다. 헌정회여성위원장인류지영의원님의준비로하회마을과병

산서원, 도산서원, 월영교등을둘러보는일정이었다.

서원은2019년우리나라에서14번째로세계문화유산으로선정되었는데, 그만큼문화유산

으로의역사적, 문화적가치가높다는것을보여준다. 성리학이국가이념이었던조선시대의

교육기관으로, 우리전통교육문화와서원을통해이루어지는사회적관습을한눈에볼수

있는곳이라무척기대가컸다.  

소풍가는어린아이처럼들뜬기분으로버스를탔다. 차창밖은유월, 만화방창피어났던

벚나무꽃은졌지만대신시원한녹색의잎들이시원한그늘을만들어주는길을달렸다. 오

랜만의나들이여서그런지의원님들은모두행복한얼굴이었다.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선조들의아름다움을만나다

세계문화유산병산서원, 도산서원을돌아보면서

회원원고

孫仁春

19대 의원, 인성바이오고문

여성행복시대이사장, 한국시니어연합이사장

공학박사, 저서 <바보리더의꿈>外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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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과병산서원에서

먼저하회마을을들렀다. 낙동강상류인화천

이마을을감싸고돌아‘하회’라고불리는이마

을은풍산류씨의집성촌으로서애류성룡선생

이 태어난 곳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나지막한

지붕의 고건축과 고샅길을 돌아보며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심미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새삼 느

꼈다.

하회마을을 둘러본 뒤 목석원이라는 음식점

에서 서울에서는 맛보기 힘든 소문난 안동찜닭

과 간고등어 식사를 맛나게 했다. 문을 나서다

보니목석원입구에다양한표정의장승들이꽉

차있다. 알고 보니장승무형문화재(108호) 김

종홍선생의작업실이있었다. 장승들의얼굴에

는 웃고 우는 모습, 화난 모습, 찡그린 모습들

등 그야말로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의원님들

은우리삶을풍자한장승들을보며함박웃음을

지었다. 삶은, 장승들의 얼굴처럼 희로애락이

물결쳐더욱아름다워지는것이아닌가.

하회마을을 떠나 병산서원에 도착했다. 강안

단구의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

하얀모래와낙동강푸른물이흘러나가는그곳

에 활짝 펼친 주름치마처럼 서 있는 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현장에 서니 마음 깊은

곳에서뜨거움이올라왔다. 

서원은 일종의 사학기관으로 지역의 인재들

을양성하는곳이다. 뿐만아니라이지방유림

들이 모여 향촌과 나라 일을 논의했다. 병산서

원은 고려 중기부터 안동 풍산에 있던 교육 기

관인풍악서당(風岳書堂)에서비롯되었다. 조선

선조 8년(1575년)에 서애 류성룡 선생에 의해

이곳으로옮겼고,  1607년서애타계후, 광해군

5년(1613년)에 제자와 유생들이 사당인 존덕사

(尊德祠)를 세우고 서애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병산서원으로이름을고쳤다.

월영교의사랑과슬픔

국보인‘만대루’2층누각을바라보았다. 직

선과 곡선의 조화로운 기둥과 그 위에 세워진

누각이 강물 백사장과 어우러져 고풍의 울림

이벅차고예사롭지않다. 누각에올라낙동강

과 어우러진 절경을 바라보던 옛 선비의 모습

을그려보았다. 눈이확트이고가슴마저트이

는절경에학문의열기를잠시식히는멋과풍

류! 그곳에직접올라가지못해안타까움을금

치못했다.

선비들의 아름다운 공간 병산서원을 돌아 나

와 경북도청으로 달려갔다. 이철우 도지사께서

월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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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게 맞아주셨다. 도정 활동에 대한 포부, 문

화유산보존과경제활성화, 젊은청년들이성장

할수있는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 도농이 공존하는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듣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목민(牧民)’의마음에존경심이생겼다.

저녁을 먹은 후 월영교(月映橋)를 걸었다. 우

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재 다리로 길이가 387m

나된다. 달빛이비춘다고하여월영교라고하였

지만낮에도하늘구름이물에비치는거울같이

아름다운 곳이다. 월영교는‘원이 엄마’라는 오

래전실존인물의깊은사랑과슬픔을토대로설

계되고만들어졌다고한다. 사람만건널수있는

이 다리는 밤에 가보지 않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야경이아름다운호수정원이다. 

퇴계선생의도산서원

선성현문화단지 안의 한옥체험관에서 하룻밤

을 잤다. 땅의 기운과 나무와 흙의 향기를 맡을

수있는한옥에서의숙박은첫날여독을풀어주

기에충분했다.  

아침 일찍 식사를 마치고 선성수상길(안동호

숫가)을산책했다. 물에얼굴을비춰보고, 맑고

고요한물을보며안동에서한장의추억을남기

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한국어디든특히, 안동은세계적으로관광코스

에손색이없는곳이라는것을새삼느꼈다. ‘아

는것만큼보인다’는말처럼알고보니그아름

다움이더욱와닿았다.

다음 일정은 도산서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유학자이자선비인퇴계이황이세상을떠

안동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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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그의 제자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이다. 도

산서원으로향하던중비석이하나보이고호수

한 가운데 물에 뜬 섬이 보인다. 그곳에서 과거

시험을보았다고한다. 

도산서원 안은 조용하고 고즈넉했다. 퇴계가

생전에성리학을깊이연구하며제자들을가르

치던 현장에 와서 이황 선생의 정신을 조용히

느껴본다. 퇴계 선생은 나랏일에서 물러난 뒤

이곳으로 내려와 고졸한 삼간집을 지었다. 선

생이 설계하고, 몇 년에 걸쳐 손수 지은 집이

다. 방 한칸, 마루한칸, 부엌한칸의소박하

고 아담한 집을 보며, 무욕(無慾)의 개결(介潔)

한선비정신을깊이느꼈다. 칠십번이나벼슬

을 사양하고, 이 작은 집을 지어 오로지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서 교육에 큰 획을 그

었다는것도나의롤모델로마음에새겼다. 퇴

계 선생의정신을생각하면서아름다운현장을

둘러보니 정신 수양은 물론 건강 수양까지 된

듯했다.

자랑스러운문화유산을뒤로하고

도산서원에서 나와 하회마을의

고택 종가에 들렀다. 종손이 직접

반가이 맞아주면서 문화재로 선정

된종가고택의유래와역사에대해

설명을 해주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종손께서는 우리 19대 의원

중한분의이종사촌이라더욱반가

웠다.

점심은조용한골목길에있는한음식점에들

어갔는데, 주인은자신을‘요리연구가’라고소개

하면서음식한가지한가지정성스럽게설명해

주었다. 육전, 맛있는 미역국, 안동찜닭 등 설명

이곁들어져서그런지음식이더욱맛깔났다.

점심을먹고서울로돌아오는길에이틀일정

을돌아보며조용히감사기도를올렸다.

코로나로 일상이 힘들어지고 활동 범위가 좁

아져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이번에 세계문화유

산을둘러보며정신적, 육체적으로충분히힐링

이되었다. 또한대한민국의자랑스런문화유산

과 유적지를 발굴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

키는분들이있어얼마나고마운지, 감사한마음

이었다. 

아울러 동행하신 모든 19대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꼼꼼히 준비해주신 류지영

회장님, 전정태 사무총장님 수고에 감사드리

며, 모두 코로나에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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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다시‘김대중’인가

한국 현대사를 논할 때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김대중’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20세기를 관통하

는 그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좌우익의 극한 대립 속

에 거대한 생존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견뎌낸 인고

의 세월이었다. 그를 상징하는 표현인‘인동초’는

김대중의 삶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

정치는 여전히 혼탁한 가운데 있다. 수많은 사람들

이 이야기하듯 우리 시대에 필요한‘진정한 리더’

가 이제는 사라진 듯하다. 이 책은 김대중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최고의 김대중 전문가를 통

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김대

중을 통해 발견한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역사,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통일 등 다방면에 철학과 식

견을 쌓은 김대중은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진정

한 리더’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국내에서 저

평가되는 김대중을 왜 세계에서는 극찬하는지를 깨

닫게 해주는 책이다.

<성공한대통령김대중과현대사>

장신기 박사(김대중도서관 연구원) 600p/25,000원

BOOKS

한국 사회 뿌리 깊은 통념인‘실패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담론을 전복하기 위한 책, 2022년 대선을

앞두고‘성공한대통령’, ‘유능한정치’에대한시사점을주기위한책, 김대중에대한종합적인연구를

통해서한국현대사연구에기여하기위한책

金成鎬

헌정회정책연구위원회정책실장

16대의원

前한겨레신문정치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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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잃은한국사회에제시할리더십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크다. 문재인 정권은

매우 유리한 여건에서 집권에 성공했지만 현재 국민적 평가는

상당히 차갑다. 그 이유는‘성공한 정치, 유능한 정치’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강

하지만 막상 성공한, 유능한 정치 리더십을 현실 속에서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리더를

찾는 것과 동시에 역사 속에서 모범적인 예를 찾는 노력을 병

행하곤 한다. 국민들은 능력 있는 정치 리더십, 대통령 리더십

을 원하기 때문에 정치와 국가의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그런

현상은 더욱 강화된다. 우리 역사에는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바

로그러한예가있다. 바로김대중이다.

한국에서‘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표현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표현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문화적, 관습적으로 금기시된 것

이 아님에도 언론보도에서도, 학문적인 글에서도, 심지어 일반

시민들의 SNS에서도 찾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능한 정치’라는 말도 찾기 힘들다. 그러면 이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가? ‘실패한 대통령, 무능한

정치’담론이 확산된 데에는 정치인 탓도 크지만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정치혐오론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대통령·정치

인·정치에 대해 긍정적·생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객

관적이지 못하다는 시각이 기본으로 전제된 것이다. 이것은 자

학적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정적 폐해가 크다.

불행한대통령이었다고해서그의모든것이실패한것은아니

다. 그래서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

과태도가중요하다.

이 책은바로그런‘자학적대통령관’에서벗어나는첫걸음

이다. 김대중연구에 이어 이승만연구, 박정희연구 등이 잇따라

나와 대통령의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대통령관을

세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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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

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이 줄줄이 성폭력 가해자

로 지목돼 온 국민이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막대한예산을들여해당단체장을다시뽑는사

태에까지이르렀다. 이번여름엔군의성폭력사

건으로온나라가들끓고있다. 피해자가극단적

선택을하는바람에지휘책임자인공군참모총장

이물러나고국방부는온통벌집을쑤셔놓은것

같은분위기다. 모두위계에의한권력형성폭력

이다. 그야말로 #미투 #위드유의열풍이지속되

고있는것이다.

권력형성폭력은부패행위다

단체장이든군인이든공직자가직무와관련하

여그지위또는권한을남용하거나법령을위반

젠더폭력

다양해지고있다

편집위원칼럼

黃仁子

젠더국정연구원대표

한국외국어대초빙교수

19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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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자기또는제3자의이익을 도모하는행위

를 우리는 부패행위로 규정한다. 국제투명성기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부패를‘사

익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남용’이라고 정의한

다. 위계에 의한 권력형 성폭력은 공적인 권력

을 남용하여 사적으로 성적 혜택 또는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패행

위나다름없는것이다. 부패는인권침해행위로

부패가성문제와만나면성착취(sexploitation)

가발생한다고한다. 성착취의피해자는십중팔

구여성이다.

성폭력=젠더폭력

성폭력, 즉 젠더폭력은 20세기 말에 등장한

새로운 남녀차별 현상으로 그 유형이 다양하

다. 유엔의‘여성에대한폭력철폐선언(1993

년)’에 따르면‘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이란 공·사(公·私) 생활

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성적·정

신적피해나고통을초래할수있는성별에기

반한(gender-based)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의

미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VAW)은 약칭하여

여성폭력, 더 줄여서 성폭력이다. 이 때 성폭

력은 넓은 의미의 여성폭력으로 성별에 기반

한 젠더폭력으로도 불린다. 전 세계적으로 여

성 3명당 1명꼴로다양한유형의젠더폭력을

경험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들어와제정된「여성

폭력방지기본법」(2018년)에 따르면“‘여성폭

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안녕과안전할수있는권리등

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

매, 성희롱, 지속적괴롭힘행위와그밖에친밀

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

력등을말한다”고하여국제사회의개념정의와

궤를같이하고있다. 그러나젠더폭력의유형은

여기서열거한것에국한되지않는다. 

스스토토킹킹

젠더폭력 유형의 하나인 스토킹이 최근 형사

상새로운범죄로규정되었다. 특별법이제정되

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2021.4.20. 제정, 2021.10.26.

시행 예정). 이 법에 따르면‘스토킹행위’란 상

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

토킹범죄가된다. 

일일본본군군위위안안부부

전쟁이나 무력분쟁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인

권침해, 특히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화도 젠더

폭력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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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이용하여식민지조선여성의인권을조직적

으로유린한일본군위안부문제는인류역사상

가장잔인한인권착취, 성착취사건으로기록된

다. 지난 19세기 인류는 노예해방이란 위업을

이루었고 20세기엔 여성해방을 구가했지만 성

노예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든 오늘까지도 미해

결의과제로남아있다. 일본은잘못을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

운것일까. 우리의 #미투운동의효시는 1991년

으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김학순할머니가사

상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역사적으로 증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993년에 제정된 관련법에서‘일

본군 위안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

당한피해자를말한다. 김학순할머니가돌아가

시고지금은92세의노구를이끌고이용수할머

니가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해고군분투

중이다. 

성성폭폭력력

한편, 1990년대들어공개적으로#미투가촉발

되면서법제화된젠더폭력의유형은성폭력(좁은

의미)이다. 사회적으로 갑론을박의 논란을 거치

며 성폭력을형사상범죄로 인식하는성폭력 특

별법이제정되었다(1993년). 그동안침묵속에잘

드러나지 않던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 여성들이

침묵을깨고목소리를내기시작하자여성계로부

터 입법의청원이 봇물을이루었고대통령 공약

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마침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아시아 국가 중에서

는처음으로제정된이법은성폭력예방과인권

신장에큰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를모았다. 

성폭력 특별법은 음행매개 등 풍속을 해하거

나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이나 정조를 범하

는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

영상물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등

을성폭력범죄로포괄하고있어다양한성폭력

에 대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상담소나 보

호시설에서심신의피해를치유받을수있게되

었다.

성성희희롱롱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터져 나왔다. 1990년대 초 모 대학의 여자 조

교가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

소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법정 다

툼으로 이어지면서 성희롱에 대한 논란이 불

거졌다. 이 사건, 서울대 여조교 사건을 계기

로 성희롱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 이

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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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편)에서 성희롱 예방을

여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포함시켰고 뒤이어

남녀고용평등법(2001년 시행)에서 성희롱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

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

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

한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거나그에따르는

것을조건으로이익공여의의사표시를하는행

위로 정의된다. 성희롱은 성폭력(좁은 의미)과

달리범죄로보지않으나성희롱행위가형사법

에따른범죄성립요건을충족하는경우형사법

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조치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

임을지는것이일반적판례로자리잡고있다. 

가가정정폭폭력력

다음으로매맞는아내의문제가사회적이슈

로떠오르기시작했다. 부부싸움은칼로물베기

라공권력이개입할필요가없는지극히사적인

가정문제라는기존의생각에지각변동이일어났

다. 가정폭력도범죄라는인식이찬반논란속에

서도사회적으로공감을얻기시작했다. 가부장

적 권력을 이용하여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마침내 1998년가정폭력특별법이제

정되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하는한편가정폭력범죄를처벌하자는것이다.

이 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

체적·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

위를말한다. 가정폭력도범죄로규정되었다. 요

즘에 부쩍 언론에 오르내리는 아동학대는 가해

자의 80% 이상이 친·계부모라는 점에서 가정

폭력이라고볼수있다.

 01-112(8월)  2021.7.21 11:12  페이지103   MAC-4       



104

성성매매매매

21세기에들어서자마자군산대명동과개복동

의 유흥업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참사로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과 비판이

거세게일었다. 그러나성매매특별법제정

에 있어서는 갑론을박 논란이 심했다. 풍선효

과 운운하면서 성매매를 법으로 다스린들 없어

지겠느냐는회의론속에서도성매매를강력하게

다스려야한다는소리가우세했다. 성매매특별

법은 2004년 제정되었다. 성매매란불특정인을

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이익을수수

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준)성교행위를 하

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을말한다. 이법제정

과 동시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었다. 성

매매 특별법은 성매매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

되, 성매매(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도 포함)를

강요당한사람을피해자로간주, 보호하는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

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근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위헌의시비가제기되었지만헌법재판소

는합헌이라는결정을내린바있다. 

일상의경계를넘는젠더폭력

무릇 폭력이란 타인의 경계를 일방적으로 침

범해서 인격을 침해하는 신체적·언어적·정서

적 행위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저에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성차별적 문화가 존재한

다. 코로나19 예방에필수적인사회적거리두기

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폭력·

젠더폭력예방에도필요하다. 일상적인일이성

범죄로인식되는사회적합의아래그동안젠더

폭력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처벌한다는

방향으로법제화가이루어져왔다. 아동과청소

년에대해서는성에기반한어떠한폭력도용납

돼서는 안 된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의 원

칙도강조되고있다. 

젠더폭력의유형은일일이열거할수없을정

도로다양하다. 사이버성폭력, SNS 성폭력, 데

이트성폭력등신종성폭력이난무하는가운데

최근에는 n번방 사건 같은 성착취가 우리 사회

를 충격에 빠트렸다. 유엔은 할례나 조혼 같은

여성에게해로운전통적관습, 지참금이나혼수

관련폭력, 강제불임이나강제낙태, 미혼모문제

등가문의체면과명예를지키기위해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소위 명예범죄(honor crime)의

문제도 새롭게 젠더폭력으로 강조하고 있어 우

리에게경각심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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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신명)에서는최근『세상을바꾼여성정치인들④정착기

편』을 발간했다. 대한민국 제1호 여성 경영학 박사 박혜경(12대) 전 의원을 비롯

해 김영선(15∼18대)·신낙균(15,18대)·임진출(15,16대)·이미경(15∼19대)·김경

천(16대)·김방림(16대)·김화중(16대)·김희선(16,17대)·박금자(16대)·손희정(16

대)·안상현(16대)·안희옥(16대)·이연숙(16대)·조배숙(16∼18대, 20대)·전재

희(16∼18대)·최영희(16대)·한명숙(16,17,19대)·허운나(16대) 국회의원들의 의

정활동을담은의정인물사다. 

책집필에는 7명의작가들이전문가의견을모아작성한가이드라인을기초해

다양한관련자료들을바탕으로집필했다고밝혔다. 

특히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제를 디자인 했고 여성계의 대표적

과제였던 여성비례대표제 50% 할당제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고 입법화,

호주제 폐지 등 가족법 개정, 군가산점 폐지 등 양성평등 관련 입법정책 추진,

IMF경제위기 이후 여성실업과 관련한 여성고용 확대와 고용할당제 도입, 건강보

험재정통합및연금개혁추진, 아동성범죄근절, 정신대문제대책활동, 친일반민

족행위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법추진, 여성가족부설치, 질병관리및의료보

건 개선 등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익 향상과 관련된 입법과 정책제안 등의 내

용을비교적소상히기술했다.   

여성 국회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소속 상임위에서 입법

활동을 했지만 여성할당제 확대 등 여성정치 참여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

야가함께여성단체들과연대하여여론형성과여성들의의식변화를위한여성교

육을전개했다. 16대국회, 전체 273명의의원가운데여성의원수는 22명(지역구

6명, 비례 16명)으로 총 의석 대비 8.1%로 지역구는 문턱이 높았고 비례대표 경

우여성운동가, 정당인, 법조인, 교수, 의사, 고위공무원, 기업가등다양한분야에

서일한여성의원들이진출해활동했다.  

한국여성의정은앞서 2018년 12월에『세상을바꾼여성정치인들』①개척기편,

②과도기편, 2019년③안정기편을편찬한데이은④정착기편시리즈다. 

『세상을바꾼여성정치인들④정착기편』
한국여성의정(상임대표신명)발간

회원시간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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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廣場헌정廣場

그리스동포·지상사대표초청간담회

朴炳錫(16,17,18,19,20,21) 국회의장은 7월 5일그리스공식방문중수도아

테네에서그리스동포·지상사대표초청간담회를개최했다. 朴의장은간

담회에서“동포사회가화합하는가운데아주모범적인활동을한다는말씀

을들었다. 동포 여러분은한국의문화사절, 민간 외교관과다름없다. 그리

스는 한국전쟁때 한국과 수교도 되기 전임에도 1만여 명을 파병했고, 600

여 명이 부상, 189명이 전사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고했다. “올해는 그리스 독립선포 200주년이

고한국과수교한지60주년이며양국관계의발전방향을논의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창립 15주년기념포럼

金相姬(18,19,20,21) 국회부의장은 7월 8일중앙보훈회관 1층강당에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창립 15주년맞아‘포스트코로나시대

보건의료ODA의국제협력과연대강화’를주제로기념포럼에참석해

축사했다. 金 부의장은“우리나라가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

제개발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K-방역이

주목 받으며 보건의료분야 국제협력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보건의료재단이 많은

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

도쿄올림픽선수단결단식

金富謙(16,17,18,20) 국무총리는 7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

서열린 2020 도쿄 올림픽대한민국선수단결단식에참석, 격려

사를 한 후 참가선수들과 기념 촬영했다. 金 총리는 격려사를 통

해“코로나19로 올림픽이연기됐고, 개최국의외교적인문제가더

해져 선수들이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우리 스포츠영웅들은

나라가어려울때마다큰희망을줬다. 코로나19로 지친국민들에게희망을줄거라믿는다”고했다. 

이승만前대통령56주기추모식

쐥承晩(제헌) 前대통령56주기추도식이7월 11일이화장에서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주최로개최됐다. 신철식회

장은추모사를통해“이제우리나라의건국정신을올바로인

식하고오늘날번영의기초가된자유민주, 시장경제를수호하기위해단결해야할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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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포럼주최시국강연

鄭在虎(9,10) 민족중흥회 회장(헌정

회 원로위원)은 7월 6일 서울 중구

무교동 남강빌딩 1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문포럼 주최 시국강연에 참석

“영웅 박정희와 차기대선의 의미”라는 주제로 연

설했다. 자유우파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이날 강

연은‘선구자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정보보호유공으로국민훈장‘동백장’수훈

쐍晙相(11,12,13,14) 한국정보

기술연구원장은 7월 14일 제

10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에서 정보보호 유공으로 국

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쐍 원장은 정보보호 분야 발

전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 협력 네트워크 구

축, 저변확대등을위해지속적으로기여해왔다.  

‘세상을바꾼굿닥터’시사회축사

朴聖泰(12) 헌정회 원로위원은 6월

30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홀에서

거행된 일본보다 앞서 1988년 3월

16일 한국 최초로 간이식수술에 성

공한 서울의대 김수태 교수의‘세상을 바꾼 굿닥

터’시사회에 前 서울의대외과 동문회장으로 참

석하여 축사와 해설을 하였다.    

‘소심당조아라선생

제18주기추모예배및기념강연’

金泳鎭(13,14,15,16,18) 前 농림부

장관은 7월 8일 광주 소심당 조아

라기념관 다목적실에서 광주YWCA, 소심당 조

아라기념사업회와 광주광역시와 공동 개최한

‘소심당 조아라 선생 제18주기 추모예배 및 기

념강연’에서‘우리들의 영원한 광주의 어머니 조

아라 선생님’주제로 강연했다.   

‘2021년주목해야할

소득보장제도개편방향’세미나

金民錫(15,16,21) 의원실은6월17일한

국노총 6층대회의실에서‘2021년 주

목해야 할 소득보장제도 개편방향:경제활동 참가시

기를중심으로’세미나를유튜브로생중계했다.  

도쿄서일한의원연맹간사회의

金振杓(17,18,19,20,21)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7월 14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

한의원연맹 소속 일본 의원들과 간사회의에서 현

안들을논의했다.   

『위기속대한민국미래를말하다』출판기념회

싕承晁(17,18,19,20) 충남지사는 6월

23일서울여의도서울마리나클럽하

우스 4층에서『위기 속 대한민국 미

래를말하다』출판기념회를가졌다. 

한미우호협회창립30주년기념식

黃震夏(17,18,19) 한미우호

협회회장은 6월 23일 서

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

랜드볼룸에서 협회 창립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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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기념식을개최했다. 이날행사에는한미양

국의60여명의주요인사들이참석해협회30년의

역사를돌아보고한미우호협회의나아갈비전을정

립하고새로운출발을다짐하는시간을가졌다. 

‘원자재값상승에대한대처’세미나

禹元植(17,19,20,21) 의원실은 6월 17일

중소기업회관 혁신룸에서 천준호·김

경만의원실과공동으로‘원자재값상

승에 대한 대처: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의중소기업’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2021년생명존중릴레이세미나

尹昊重(17,19,20,21) 의원실은 6월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에서 윤재옥 의원실, 국회자살예방

포럼과 공동으로‘2022 자살예방

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 2021년 생

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를 개최했다. 

“공정한사회, 공명정대한

대한민국”공명포럼출범식

鄭成湖(17,19,20,21) 의원실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

드볼룸에서 김윤덕 의원실과 공동으로“공정한

사회, 공명정대한 대한민국”공명포럼 출범식과

“대한민국의민심을듣다”민심토크를개최했다. 

‘선도국가구현을위한학술정책수립’토론회

쐍基洪(17,19,21) 의원실은 6월 24

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프로젝트룸A

에서‘선도국가 구현을 위한 학술정

책 수립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AI시대역사전쟁양상과역사정책의방향’강연

金錫俊(17) 서울미디어대 총장은 6월

17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그랜드호

텔 컨벤션타워에서 개최된 2021 한

국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겸 하계학

술대회에서‘AI시대 역사전쟁 양상과 역사정책의

방향’을주제로기조강연을했다. 

‘온양행궁복원의타당성과활용’토론회

쐥明洙(18,19,20,21) 의원실은 6월

2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에서 아산시와 공동으로‘온양행궁

복원의 타당성과 활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평에서도시농부로인생2막시작

余尙奎(18,19,20) 회원이 7월

11일자 ZUM 라이프‘금배지

떼고 금쪽같은 인생을 시작한

정치인들의 이야기’에서 최근

양평에서 도시농부로 인생 2

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余

의원이 인생 2막을 시작한 계

기는 20대 총선 직후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

을 하고 복합적인 통증이 지속되자 의사가 권한

통증완화법을찾으면서시작됐다. 

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면담

金炅俠(19,20,21) 국

회 평화외교포럼 방

미단 단장은 6월 22

일 척 슈머 민주당 상

원 원내대표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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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어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에게 감

사패를 전달했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전

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촉구하는한반도평화법안을발의했다. 

‘암관리사각지대체크포인트’세미나

金相勳(19,20,21) 의원실은 7월 1일

인재근 의원실, 국회‘존엄한삶을위

한웰다잉연구회’와 공동으로‘암관

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암환자 심

리에서 길을 찾다-암환자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해 유튜브로 생중계 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

간호활성화방안’포럼

南仁順(19,20,21) 의원실은 6월 25

일 최연숙 의원실, 저출생·인구절

벽대응국회포럼과 공동으로‘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포럼’을 온라

인 유튜브로 중계했다. 

‘미술진흥법제정’토론회

都鍾煥(19,20,21) 의원실은 6월 17

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미

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문

체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 했다.  

‘진단대한민국통상정책’세미나

朴洸瑥(19,20,21) 의원실은 6월 23일

서울여의도이룸센터누리홀에서정

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익

표 의원실과 공동으로‘진단 대한민

국통상정책’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전부개정안의

쟁점및대안개정’공청회

徐瑛敎(19,20,21) 의원실은 7월 1일

의원회관에서 오영훈·이해식·이

형석·임호선 의원실과 공동으로‘경찰관 직무

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 인권중심

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

했다. 

‘가상자산사업신고제시행D-100 진단’세미나

兪義東(19,20,21) 의원실은 6월 17일

여의도 하우스(How’s) 카페에서

‘가상자산 사업신고제 시행 D-100

진단세미나’를개최했다. 

농촌을위한농정과제점검연속토론회

쐥介昊(19,20,21) 의원실은 6월 2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볼룸

에서 위성곤·이원택·권칠승·김

승남·맹성규·서삼석·어기구 의

원실 등과 공동으로‘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

과 농촌 활성화: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

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국인투자기업사례를통해본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정책토론회

쐥學永(19,20,21) 의원실은 6월 28

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민병

덕·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외

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

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헌정廣場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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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부담완화및

주거환경개선’간담회개최

陳善美(19,20,21) 국회 국토교통위원

장은 6월 17일 국회국토교통위소회

의실에서 서영교·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

선·황운하 의원실과 공동으로‘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

회(3회)’를개최했다. 

‘기후위기해법! 생물다양성

증진방안과과제’세미나

韓貞愛(19,20,21) 의원실은 6월 1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

홀에서 유의동 의원실, 국회기후변화포럼, 생물다

양성학술단체협의회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

세미나’를유튜브로생중계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 보건의료

자원통합관리방안’정책토론회

金成柱(19,21) 의원실은 6월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

에서‘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 보건의료자원 통

합 관리 방안’에 대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유튜

브 김성주TV로 생중계 했다.  

UAM 산업발전을위한국회토론회

陳聲準(19,21) 의원실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조응천

이헌승 의원실과 공동으로‘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UAM

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에 대한 토론회를 유튜브 항공안전기술원을 통

해 중계했다.   

‘만연한부동산투기, 해결책은없는가’세미나

金星煥(20,21) 의원실은 6월 16일

의원회관에서 이해식·진성준 의원

실, 참여연대와 공동으로‘만연한

부동산 투기, 해결책은 없는가?:부

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모색 라

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떡볶이소상공인생존권보호’토론회

金禎鎬(20,21) 의원실은 6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

드홀에서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공

동으로‘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행복한미래를위한준비, 기후변화

에따른노동시장의변화’세미나

朴用鎭(20,21) 의원실은 6월 17일

How’s카페 여의도점에서‘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2021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연속세미나(6

회)’를 개최했다.  

‘여성정치참여확대를위한공직선거법

개정추진’토론회

鄭春淑(20,21) 의원실은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공

동으로‘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

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토론회’

를 개최했다. 

헌정廣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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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매월15일마감이후접수분은다음호게재 (연락처: 편집실 786-2881~2)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曺淇相(11,12) 회원이7월7일별세. 고인

은 경기고,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 졸

업,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 88서울올림

픽 특별위원, 한·노르웨이친선협회 부

회장, 정부기부심사위 부위원장, 국회 내무위원회 간

사, 전남도지부위원장, 헌법특위 2분과위원장, 민정당

중앙집행위원, 정무장관등을역임했다. 향년84세. 

金才允(17,18,19) 회원이 6월 29일 별

세. 고인은 서귀포고, 우석대 국어국문

학과 졸업,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문

학석사, 명지대 대학원 문학박사 취득,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교수, 열린우리당 중앙위

원·원내부대표, 17대 국회 문화관광위, 제18대 국

회 환경노동위·국토해양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역임했다. 향년 56세. 

‘개정미사일지침종료에따른

국내우주산업육성방안’세미나

趙承來(20,21) 의원실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

크홀에서 기동민 의원실과 공동으로‘개정 미사

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시대, 국내 우주

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박재호TV를

통해 생중계했다.   

부동산시장법제정국회토론회

姜得求(21) 의원실은 7월 6일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A홀에서 강민정·

김남국 의원실, 경기도가 주관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6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

룸에서 김경만·장철민 의원실과 공동으로‘지

역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포럼’을 개최

했다. 

중대재해예방과실천과제토론회

姜恩美(21) 의원실은 6월 21일 국

회 본관에서 정의당 노동생명안전

특위와 공동으로‘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 :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

례 및 시행령 제정’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출산극복을위한정책발전토론회’

康準鉉(21) 의원실은 6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강훈식·김

상희·김종민·남인순 의원실과 공

동으로‘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발전토론회’를개최했다.  

‘대학인권센터법제화의의미와과제’세미나

權仁淑(21) 의원실은 7월 5일 중소

기업중앙회 희망홀에서‘대학 인권

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에 대

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달시장, 적정가격받기’세미나

金京萬(21) 의원실은 7월 2일 의원

회관에서‘조달시장, 적정가격 받기: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김경만의 중소

기업’에대해세미나를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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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근거한 법인으로서 민주헌정을

유지발전시키기위한대의제도연구와정책개발및사회복지향상에공헌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郭尙勳(初代), 白쁍濬(2代), 尹致暎(3·4·5代), 洪滄燮(6代), 金周仁(7·8代), 金元萬(9代), 金向洙(10代), 

蔡汶植(11代), 柳致松(12代), 張坰淳(13代), 宋邦鏞(14代), 李哲承(15代), 梁正圭(16·17代), 睦堯相(17代 補選,18代),

辛卿植(19代), 쐌容泰(20代), 柳瓊賢(21代) 

‘憲政’은열려있는言論空間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격조 높은 글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월간‘憲政’은 경륜과 지성의 正論誌입니다. 

‘憲政’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한 軸임을 자부하는 헌정회의 기관지입니다. 

불편부당과 우국충정의 쇍心을 담아내는 것을 편집·제작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검토한 뒤 게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책제언이나논평은원고지200字× 15매내외(A4 3장)

수필 200字× 10매, 詩 5매

기타 200字×10매분량입니다. 

l전화: 02) 786-2881~2 / 788-3999    l팩스: 02) 786-2883

l이메일: hunjung0717@daum.net 

경륜과 지혜의 샘터

대한민국 헌정회

헌헌정정회회는는 이이런런 단단체체입입니니다다

- 1968년 7월 17일 국회의원 동우회 창립

- 1979년 12월 10일 사단법인체로 복지부 등록

- 1989년 2월 25일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명칭 변경

- 1991년 5월 31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정 공포

- 1994년 10월 24일 대한민국헌정회 국회법인 등록

■ 헌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건의
■ 헌정 기념에 관한 사업
■ 사회발전정책과 사회복지문제의 연구와 건의
■ 월간「憲政」과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사업
■ 회원 후생 및 복지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헌헌정정회회 발발자자취취

이이런런 활활동동을을 폅폅니니다다

大韓民國憲政會
역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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